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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근대화 시대를 거치면서 수십 년간 이촌향도의 흐름이 이어진 결과 대

다수 농어촌 마을들에서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화되어왔다. 공동체 활동 기

반도 약화되었고, 일부 마을들을 놓고는 장래 존립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한편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도 눈에 띈다. 귀농·귀촌 추세와 함께 인구가 다시

금 늘어나는 마을들이 전국적으로 목격되고 있으며, 공동체 재활성화를 시도하는 

활동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를 움직일 수 없는 대세로 여겼던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주목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농어촌 마

을은 여전히 국토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정주 단위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 연구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농어촌 마을에서 나타나는 인구, 경

제활동, 공동체, 생활권 등 여러 측면의 변화들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5

개년 연구의 마지막 해인 올해는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농어촌 

마을의 변화를 낳은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마을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장

래 요청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5개년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연구기관과 학계, 현장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

들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연도별 조사에 사례지역 주민들과 마을 리더, 관련 공무

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 조사에 힘써 준 연구진과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

사드린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한동안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던 농어촌 마

을 연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01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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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한국 농어촌 마을들은 오랜 기간 고령화, 인구 유출을 겪으면서 장래 지속가능

성이 우려되는 마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배후 농어촌 마을에 대

한 지속적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대체

로 농어촌 마을 변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 작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

태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이촌향도 흐름이 반

전되는 모습도 확인된다. 특히 일부 과소화 마을에서도 귀농·귀촌 가구 유입으

로 인구가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농어촌 인구 증가

가 경기 침체 등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트

렌드인지 여부를 면밀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 마을의 기능, 공동체 

조직 변화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로서 마을 기능이 약화되고 

있지만 반대로 새롭게 확대되는 마을 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 기

조하에서 농어촌 마을 발전에 관한 비전 설정과 전략 제시가 중요한 시점이다. 

주민 정주공간으로서 장래 농어촌 마을이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전국 단위 통계 자료 분석, 과년도 조사 결과 재분석, 국

내외 사례 조사, 지자체 공무원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에서는 농

촌 마을의 위상 변화, 최근 새롭게 확대되는 마을 기능 등의 선행연구를 살펴

봤다. 행정리별 인구 가구 원자료를 포함한 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 

전국 통계자료를 분석했으며,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한 국내 농어촌 마을 현지 

조사도 실시했다. 또한 향후 농어촌 마을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다양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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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제의 선진국 정책 사례를 문헌 고찰, 원고 위탁, 현지 조사 등을 병행하여 

수집했다. 지난 1~4차년도 조사 결과는 5차년도 분석틀에 맞게 새롭게 재분석

했다. 지자체 공무원 조사는 전국 시·군의 지역개발, 농촌개발 업무 담당 공무

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농어촌 마을 변화 전망 및 향후 정책적 대응 방안 

등을 조사했다.

주요 연구 결과

○ 과거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을 겪었던 농어촌 마을들은 최근 귀농·귀촌인 유입

에 힘입어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정주지

로서 기능이 부각되면서 인구 과소화 추세에서 벗어나는 마을들이 원격 농어

촌을 포함한 전국에서 늘어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전반적인 

농어촌 마을 인구 감소 양상이 일부 반전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 전국 단위 통계 자료에서뿐 아니라 사례 고찰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확인된다. 

도시와의 접근성이 마을의 인구 증감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 정

도는 과거와 비교해서 현저히 약화된 상태이다. 그래서 인구 감소 현상은 과거

와 달리 원격 마을보다는 주로 일반 농촌에 위치한 농업 기반 마을에서 더욱 두

드러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 마을 기능과 조직도 변화되고 있다. 마을 단위의 공동 생산 기능은 약화되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처럼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경제조직들이 주로 활성

화되는 등 개별 가구 단위의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전통적 마을 조직들이 

수행하던 공동체 기능은 상당 부분 쇠퇴한 상태이다. 일부 마을에서는 정부 정

책에 대응하는 문제해결형 조직 활동이 우세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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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농촌 마을의 경관과 어메니티가 저하되고 있다. 특히 도시적 토지

이용 수요가 높은 근교 농촌 지역에서 난개발로 인해 마을의 정주 환경이 악화

되고 있다. 그 밖의 사례 지역에서는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마을 외곽 분산 개

발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기존 마을들은 공폐가 증가로 물리적 정주 

여건이 저하되기도 한다.

<사례 마을의 변화 특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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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의 변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거시적 요

인으로서 농어촌의 가치 부각 및 국민적 요구 증대, 교통 접근성 향상, ICT 기

술 발전, 경제 다각화를 통한 다기능 농업·농촌에 대한 요구 증대, 정부 정책 기

조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개별 마을 단

위 역량 차이 역시 마을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지역 차원의 정

책 추진 역량도 중요해져서 지역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 추진 기반을 갖춘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 마을 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 비전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장래 국민

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터전으로 농어촌 마을의 위상을 설정하였다. 또한 

국토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농어촌 마을의 역할도 앞으로 중요할 것인바, 앞으

로 주민들이 주도하여 경관,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살리는 활동을 확산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추어서 마을 공동체가 새롭

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도 마을 비전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필

수적 정주 기반을 갖추면서 다원적 가치를 살리도록 농어촌 마을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로, 주민 구성 다변화 등 최근 공동체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마을 단

위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로, 과소화 마을 

확대 상황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보다 확대된 주민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넷째, 

지방분권 기조를 반영, 지자체 단위의 마을 공동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농어촌 마을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이 앞으로 발휘되도록 국가계획을 

비롯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해갈 제도적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농촌계획, 

농촌협약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마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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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연구 과제도 논의하였다. 효과적인 농촌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

장 기초 정주 단위인 농어촌 마을이 시간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꾸준히 모니

터링하고 보다 다양한 유형의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지속해갈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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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us of Changes in Korean Rural Villages 

and Direction for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Year 5 of 5)

Research Background

Many Korean rural villages have gone through challenges such as 

population decrease and aging problems, and their sustainability is in 

question. Some experts argue against the necessity of continuous investments 

in those rural villages. However, such negative opinions lack empirical 

analysis on the transformations of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Moreover, we even witness the long trend of rural to urban migration 

turning around. Notably, some villages whose population has shrunken 

recently see more people moving in for settlement. Whether this urban to 

rural migration is a temporary trend caused by an economic downturn or not 

needs thorough analysis. Al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unctions of 

rural villages and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s. Although 

village functions as a community have weakened, other functions are 

expanding. At the time of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it is essential to set 

new visions and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villages.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is based on preceding literature research, analysis of nationwide 

statistical data, re-analysis of preceding research findings, the examinati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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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ast cases at home and abroad, and surve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ncerning preceding literature research, we focused on changes in the 

state of farming villages and village functions that are newly expanding. We 

explored the raw data of the population per village unit and the statistical 

data regarding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villages. 

We visited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for field research to gain valuable 

outcomes. Also, we reviewed the past results of the 1st to 4th year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for the 5th year. The surve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targeted those in charge of rural village development and asked 

them about the prospect of the transformation of rural villages in their areas 

and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future.

Findings

Rural villages whose population shrunk continuously have revitalized 

helped by the recent urban to rural migration. As various people have 

migrated to rural areas for settlement, an increasing number of rural 

communities, including automated technology-based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ee their population growing. So we can safely assess that this 

trend seems to be a turnaround from the population reduction rural villages 

went through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This trend is distinctive not only in nationwide statistical data but also in 

the examination of cases. Although the accessibility to urban areas still 

impacts changes in the population, the degree of influence has become 

smaller than the past.

Village functions and organization has changed. The function of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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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entire village has weakened, while that of 

small cooperative units based on personal relationships has enhanced. In 

some villages, group activities focusing on solving problems related to 

governmental policies become popular.  

In general, the environment and amenities of rural villages have become 

aggravated. Notably, suburban farming areas likely to be used for urban 

purposes see their living environment getting worse due to reckless land 

development. In other cases we examined, the influx of the population led to 

the development of village outskirts. At the same time,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revious residence areas got worse as many rundown houses are 

deserted.      

Based on the cases we examined, we identified the factors that induced 

changes in rural villages. The macroscopic factors include the newly-highlighted 

values of rural villages, public requests for multi-functions of rural communities 

through diversified economic activities, improved accessibility through 

transportation, ICT-based technological progress, and changes in governmental 

policy directions. Individual village units’ capabilities to respond to the 

demand for macroscopic transformation are expected to change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Also, as the capability to push region-based policies is 

likely to be crucial, we pointed out that the gap between villages with and 

without the active operation of cooperative units would get wide.    

Finally, we discussed the visions of rural villages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We visioned the status of rural communities as a base for 

comfortable residence. Also, as the roles of rural communities will be 

crucial for land management, we emphasized that rural residents should 

lead activities to revive the environment and traditional culture. Be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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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ed, as one of the visions of rural communities, that they 

should play new roles in the chang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his study proposes the policy directions to achieve these visions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nurtur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so 

that they will advance their living environment and as well as pursue plural 

values. Secondly,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various community 

activities which are not limited to the village units, by reflecting the new 

conditions rural communities go through. Thirdly, residents’ organizations 

composed of a multiple of village units should be nurture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villages will see their population 

shrinking. Fourthly, by reflecting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a community support system led by local 

governments. Fifthly, the government should seek ways to set up national 

plans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to help rural communities play various 

roles and functions down the road. It has to consistently pursue policies for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rough rural plans and agreements.

Researchers: Seong Joo-in, Park Si-hyun, Jung Moon-soo, and Min Kyung-chan

Research period: 2019. 1. ~ 2019. 12.

E-mail address: jise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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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다수 농어촌 마을들은 오랜 기간 고령화, 인구 유출을 겪으면서 상당

수가 공동화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적인 저출산 고령화까지 더해서 장래 마을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배후 농어촌 마을에 대한 지속

적 투자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지방소멸론’1), ‘무거주화지역’ 증

가2) 등의 주장이 제기되며, 재정 투자 효율화 논리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황이

다. 특히 과소화 마을의 적극적 정비를 포함한 체계적인 공간 정책 필요성에 대해

서는 상당수 농촌개발 전문가 그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대체로 실제 농어촌 마을 변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

증 분석 작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과소화 마을이 

정말로 소멸해가는지 등에 대한 정밀한 실증 분석과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하지

1) 대표적으로 이상호(2018) 등의 연구에서 지방소멸 담론이 생산되고 확산되고 있다.

2)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분석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차미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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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관련 연구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현실에서는 오랜 기간 목격해온 이촌향도 흐름이 반전되는 모습도 확인된다. 

원격지 마을, 배후 마을의 인구 감소세 완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과소

화 마을에서도 도시 가구 유입으로 기존의 인구 감소세가 반전되는 현상이 확인되

기도 한다. 국토의 가장 기초 정주 단위로서 농어촌 마을의 위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전부터 ‘소비공간으로서 농촌(consumption countryside)’

이 변모하는 현상에 일찍부터 주목해왔다(Marsden 1999). 최근 우리나라 농어촌 

마을에서 나타나는 변화들도 서구의 현상과 맥을 같이하는 현상일 수 있다. 최근

의 농어촌 인구 증가가 경기 침체 등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

적으로 지속될 트렌드인지 여부를 면밀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 마을의 기능, 공동체 조직 변화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개인주

의적 생활양식 확산, 생활권 확대에 따라 대다수 마을에서 전통적 공동체 기능이 

약화 또는 소멸되었다는 진단이 지금까지 우세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 들어 새

롭게 확대되는 마을 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노인 공동생활, 돌봄·치유, 공동 취사 

등의 새로운 활동이 마을 단위에서 새로이 나타나기도 한다. 장래 농어촌이 국가

적으로 요구받는 역할 수행 과정에서 마을의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

야 한다. 환경, 유무형 자원 등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높이고 보전하는 데 마을 단

위 주민 활동이 밑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공동체 동력이 약화된 기존 자연마을, 행정리에서 벗어난 공동체 활성화 단위

를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된다. 주민 주도의 상향식 농촌정책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마을을 벗어난 새로운 단위의 공동체 육성이 필요하다. 일

본의 경우 한계마을 문제 대응 과정에서 마을들을 연계한 소생활권 단위 커뮤니티 

육성 전략을 채택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농어촌 마을 대상 정책들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이슈들이 있다. 무엇보다 지방

분권 확대 기조하에서 농어촌 마을 관련 정책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

부 재정의 상당 부분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향후 농어촌 마을 대상 시책 역시 지방

에서 주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정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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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되는 

마을 여건에 맞추어 관련 시책을 지방이 추진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본 연구를 통해 고찰한 근교 농

촌, 일반 농촌, 원격 농촌, 도서·어촌 등 지역 유형별로 상이한 마을 발전 현안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마을 여건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현장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공동체 기능 약화에도 불구하고 주

민 정주 단위로서 마을에 대한 기반 투자 필요성이 상존하며, 특히 주민 변화(고령

화 및 신규 인구 유입), 장래 주거 선호 등을 반영한 마을의 정비가 요구된다. 주민 

정주공간으로서 장래 농어촌 마을이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정책 방향

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 농어촌 마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농어촌 마을이 변화해온 양상을 장기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 요

구된다. 과거 여러 연구자들이 수행했던 농어촌 마을 관련 연구 내용을 전반적으

로 검토하는 한편, 2015년 착수하여 지금까지 5개년에 걸쳐 진행한 본 연구의 조

사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시계열상에서 농어촌 마을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어촌 마을의 실태를 다각도로 고찰하는 실증 분석 작업

을 통해 장래 마을의 변화 요인과 방향을 진단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개

년 연구의 마지막 5년차 연구이다. 제5차년도 연구에서는 그동안 진행한 연차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의 변화 양상을 유형별로 종합 진단하고, 농어

촌 마을의 중장기 발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농어촌 마을 변화 현상을 개

괄적으로 살펴보고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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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장래 농어촌 

마을 발전 여건과 비전을 논의한다. 다양한 마을 여건을 고려한 정책 대응 영역이 

무엇인지 도출한다. 주민들의 정주 수요 및 지역의 관련 정책 추진 여건, 관련 국내

외 사례 등을 고려한 농어촌 마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살펴본다.

2. 연구 범위와 내용

2.1. 연구 범위

사전적 의미로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곳’3)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홍경희(1985)는 물리적 속성을 기준으로 마을을 정의하였는데, 마을

을 좁은 의미로 가옥의 집합체로 이해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가옥의 집합

체와 거주에 수반되는 토지, 도로, 수로, 공지 등의 제반 요소를 포함한다고 정의

하였다. 또한 윤원근(1999)은 몇 개의 주거가 모여서 생활이 전개되고 있는 장소

라 일컬었다(성주인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마을에 초점을 맞췄다. 즉 가장 기초적이면

서 자립적인 정주 단위(이상문 1998)로 규정할 수 있는 마을이 본 연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리를 기본 단위로 한 자연마을이나 때로는 법정리가 이 범위에 포

함된다. 한편, 도시지역 마을의 경우,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고 유동

적인 까닭에 많은 경우 커뮤니티(공동체)와 마을을 동일하게 쓰는 경향이 있다. 반

면 농촌에서는 마을이 외부와 구분되는 지리적 영역을 갖는 편이어서 도시에서의 

커뮤니티 개념과는 분명히 구분된다.4) 본 연구에서도 마을을 ‘공동체’와 동격으

3) 네이버 국어사전(표준국어대사전 ‘마을1’) 참조(http://krdic.naver.com/).

4) 이와 관련해서 김기흥(2014)은 마을과 커뮤니티를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마을은 소규모이나 

커뮤니티는 대규모이다. 마을은 자연발생적이며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마을은 관계를 중시하고 커뮤

니티는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 마을은 공동체 속의 공동체(community withi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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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지 않고 구분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인 읍·면에 분포하는 마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배후마을뿐만 아니라 중심지 마을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도시계획 수

법을 통해 정비·관리가 이루어지는 도시지역(읍이나 거점 면소재지급) 소속 마을

들의 경우 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커뮤니티 활성화나 배후 마을 연계와 관

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중심지 마을도 논의에 포함하였다.

2.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5개년에 걸친 연속 연구로 시계열 분석과 특정 시점의 횡단 연구를 

병행해서 추진하였다. 각 연도별 연구 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다. 지난 1차년

도 연구에서는 농어촌 마을의 거시적이고 전국적인 여건 변화를 살펴보았다. 2~3

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조사 내용을 구체화하여 마을 단위의 미시적 변화 실

태와 유형별 차이를 조사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과 공동체활동, 

3차년도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4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어촌 마을의 생활권 변화를 주제로 중심지 및 마을의 기능 변화를 살펴보았다. 

올해 5차년도 연구에서는 과년도 연구를 종합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제1~4

차년도 연구 결과를 기능, 조직, 물리적 환경의 세 가지 측면으로 재구성하여 과거

와 차별되는 변화 실태를 살펴본다.

올해 연구의 세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농어촌 마을 변화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주요 주제별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쟁점과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전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를 전국 단위 데이

터와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사례 마을에 초점을 두고 

지난 1~4차년도 연구 결과를 주요 이슈별로 종합하여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농

어촌 마을의 변화를 이끈 요인들을 살펴보고 향후 변화 여건을 진단한다. 제6장에

munity)를 의미한다. 마을이 정주공동체라면 커뮤니티는 지역공동체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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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농어촌 마을 관련 정책 추진 여건을 살펴보고 농어촌 마을 발전을 위한 비전

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표 1-1  연차별 연구 내용

연차 연구의 내용 및 정책 시사점

2015년

[1차년도]

농어촌 마을의 거시적 요인 분석 및 마을 단위 개괄 연구

주요 내용
�5차년도 연구의 조사 설계 및 농어촌 마을의 전국적 여건 분석, 사례 지역에 대

한 개괄적 현황 분석 수행

2016년

[2차년도]

농어촌 마을의 물리적 정주공간 및 공동체활동

주요 내용 �농어촌 마을의 물리적 정주공간 및 공동체활동 부문에 대한 심화연구

정책 시사점
�공동체활동의 공간 범위를 고려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정책

�마을 공동체의 상시적 역량 강화를 증진하는 지역 개발 체계

2017년

[3차년도]

농어촌 마을의 경제활동

주요 내용

�농업경제: 농가경제, 농업과 연계된 특화산업

�비농업경제: 농어촌 마을의 2·3차 산업, 비농업 일자리

�새로운 경제활동: 농업·농촌 기반의 6차산업화, 사회적 경제 등

정책 시사점 �농어촌 마을 단위 경제활동 활성화

2018년

[4차년도]

농어촌 생활권 변화와 마을의 영향

주요 내용

�마을 및 공동체 기능 변화

�농어촌 생활권 변화

�공간정책적 과제 도출

정책 시사점 �소생활권의 연계발전 및 통합적 대응 강화

2019년

[5차년도]

연구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5개년 연구 결과의 종합

�마을의 변화 요인 및 발전 방향 도출

정책 시사점 �농어촌 마을의 미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주: 5개년 연구 설계안(성주인 외 2016: 7)을 일부 수정.

3.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전국 단위 통계 자료 분석, 과년도 조사 자료 재분석,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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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사례 조사. 지자체 공무원 조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문헌 연구에서는 농촌 마을

의 위상 및 기능 변화, 주민 수요 변화에 대응한 물리적 정비, 최근 새롭게 제기·확

대되는 마을 기능, 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 육성 등의 선행연구

를 살펴본다. 또한 전국 단위 통계자료 분석으로 전국 농어촌 마을의 인구 및 특성 

변화를 검토하고, 행정리별 인구 가구 원자료를 포함한 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

과 관련 전국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더불어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한 국내 농어촌 

마을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쟁점별 정책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마을 발전 사례를 조

사하고, 행정 담당자 및 중간지원조직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제1~4차년도 연구 결

과 보완을 위한 기존 사례 마을 조사도 추가로 병행한다. 향후 농어촌 마을 관련 정

책 방향 도출에 필요한 관련 선진국 정책 사례를 문헌 고찰, 원고 위탁, 현지 조사 

등을 병행하여 수집한다. 

5개년 연구를 종합할 수 있도록 지난 1~4차년도에 실시한 조사 결과를 새롭게 

구성한 5차년도 분석틀에 맞추어 분석한다. 필요시 기존 조사 자료에 대한 추가 

집계 및 재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한편 <표 1-2>는 지난 연차별 주요 연구 방법 및 

조사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1, 4차년도 조사에서는 유형별 면 단위의 전체적인 특

성과 생활권 변화를 전체 마을 이장과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봤다. 2, 3차년도

에서는 개별 사례 마을에 집중하여 물리적 환경, 공동체활동, 경제활동 등을 이장 

조사와 현장 조사, 주민 조사 등으로 면밀히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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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차별 주요 연구 방법 및 조사 내용

연차
1차년도

(개괄)

2차년도

(물리적 환경, 공동체)

3차년도

(경제활동)

4차년도

(생활권)

조사 단위 면 단위, 마을 단위 마을 단위 마을 단위 면 단위, 마을 단위

조사 대상
이장설문조사

주민설문조사

이장조사

주민조사

읍소재지 주민조사

현장조사

주민조사

현장조사

20년사업 마을추적조사

이장설문조사

주민설문조사

20년사업 마을추적조사

주요 조사 내용

- 인구·가구 변화

- 귀농·귀촌 현황

- 주민활동 여부

- 마을사업현황 등

- 마을의 주택 분포

- 정주형태 및 패턴

- 주민집단 및 공동체

- 주민 정주인식 등

- 가구원경제활동

- 농어업활동

- 마을경제활동 등

- 경제사회활동 실태

- 물리적 시설 분포

- 주민생활권이용 등

주: 20년사업 마을은 과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연구

(1985~2001)�의 사례 마을 4곳을 의미한다.

제5차년도에도 별도 설문조사 작업을 새롭게 진행한다. 현실 진단 및 정책 방향 

도출의 일환으로 지자체 공무원 조사를 진행하며, 전국 시·군의 지역개발, 농촌개

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생각

하는 지역별 정책 현안과 농어촌 마을을 둘러싼 인구, 공동체 측면의 변화를 전망

한다. 나아가 재정 분권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이루어질 농어촌 마을 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다. 설문조사 개요와 응답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목적: 해당 지역의 농어촌 마을 변화 전망 및 향후 정책 대응 방안 도출

- 대상 시·군: 129개 농어촌 시·군(접경지역 시·군 포함)

- 조사 대상: 농정기획, 농촌정책, 지역개발, 농촌개발사업(일반농산어촌사업 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429명

- 조사 일정: 2019. 9. 20. ~ 2019. 10. 11.

- 조사 방법: 우편조사

- 응답 결과: 73개 시·군 공무원 130명(응답률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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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구분 응답 수 비율

전체 130 100.0

시·도

강원도 9 6.9

경기도 10 7.7

세종특별자치시 3 2.3

충청남도 17 13.1

충청북도 9 6.9

전라남도 18 13.8

전라북도 14 10.8

경상남도 20 15.4

경상북도 30 23.1

지역 구분
도·농복합시 66 50.8

군 64 49.2

시·군 유형구분

근교 농촌 29 22.3

일반 농촌 86 66.2

원격 농촌 15 11.5

연령

20대 9 6.9

30대 37 28.5

40대 44 33.8

50대 이상 38 29.2

무응답 2 1.5

담당업무 기간

1년 이하 65 50.0

1~2년 33 25.4

2~3년 11 8.5

3년 초과 20 15.4

무응답 1 0.8

3.2. 연구 추진 체계

연구 추진 체계는 아래의 <그림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최근 농어촌 마을 

변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과제를 도출한다. 이후 전국 농어촌 마을

의 현황 및 변화 실태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1~4차년도의 연구를 인구 변

화와 기능, 조직,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종합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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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변화 요인을 도출하고 장래 여건을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산학연 협동연구로 수행되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서울대학

교의 공동 연구로 진행된다. 기관별로 사례 지역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유형별 

정책 수요와 과제를 제시한다.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일반 및 원격 농촌 마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도서·어촌 마을, 서울대학교는 근

교 농촌 마을을 각각 담당한다.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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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과제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1.1. 근대화·산업화 과정의 농어촌 마을 변화 연구

전통 농어촌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마을을 근간으로 혈연과 지연에 기초한 동

질적 정체성과 상부상조의 관계를 공유하였다(윤원근 1999). 그리고 공동 생산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면서 자족적 정주공동성을 지닌 공간적 단위

로 역할을 수행하였다(이상문 2001). 

농어촌 마을은 20세기 후반, 근대화를 거치면서 공동체 특성이 약화되고 단순

한 기능 공간으로 재편되는 등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농어촌 마을에서 농업

에 기반을 둔 마을 공동체의 전통적 사회조직과 기능이 약화되거나 소멸되면서 마

을 주민 간의 관계도 개별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계약 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최양부(1985)에 따르면, 과거 마을 차원의 공동 영농활동은 개별 농가 단위 영농

으로 변화되었으며, 농업 기반의 자족적 생활양식은 해체되었다. 윤원근·이상문

(1995)은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 기반 마을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마을금고와 수리

계, 쌀계 등 상호부조형 경제조직 또한 퇴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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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대동계, 향약 등 마을 전통조직이 마을회의와 마을총회 등 근대 조직으로 전환

되면서, 혈연성을 탈피하여 학연 등 사회적 이해가 중시되는 조직으로 변화하였

으며(김일철 1989), 과거에 수행되던 세시풍속, 관혼상제, 공동신앙 기능이 소멸

되고, 유교적 공동체질서가 약화되었다(오내원 외 1998). 

그림 2-1  근대화 시기 농촌의 변화 방향과 지표(1985~2001년)

자료: 오내원 외(1998).

근대화를 통한 농어촌 마을의 장기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장기 시리즈물로 기획, 발간한 ‘한국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연구5)와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농촌진흥청 2004)의 ‘농촌생활 장기변화 연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과제 | 17

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농업지대의 지리적 입지 특성에 따라 농어촌 마을을 

도시근교, 평야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로 유형화하고, 장기 추적조사를 통해 유형

별 변화의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림 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오내원 외(1998)는 

산업화의 충격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 시장경제화, 민주화 등 메가트렌드가 농촌 

마을에 미친 영향을 사회·경제·공간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농업 위상의 

축소와 소농 해체, 전통 사회조직의 붕괴 등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농촌진흥청

(2004)은 대구, 낙동강 권역 마을을 대상으로 1993년에서 2003년까지 주택형태 및 

주민 친교관계, 농촌경제활동의 성별 역할, 마을공동시설 등 농촌 생활 여건의 변화

에 주목했다.

농촌 마을의 인구와 가구구조의 변동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농가 경영 규모의 축

소와 감소 등의 변화에 주목했다(권태환 1992; 정명채 외 1995; 정기환 2003; 이희

찬 2007; 여창환 외 2009). 이 중에서 정명채 외(1995)는 농촌 마을에서 탈농과 비

농가의 증가로 인해 농가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기환(2003)은 농가 

가구원 수와 경영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농업 승계, 부모 부양, 농지 상속 등에 

의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 발생을 우려하였다.

농어촌 마을공동체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공동생활공간의 기능도 함께 소멸되

었다.  산업화 시대 이후 농어촌 마을의 경제활동이 개별 농가 차원의 영농방식으

로 바뀌면서 마을은 단순한 생산과 주거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최양부 1985). 

마을의 정주공동성이 쇠퇴해오면서 개별 주택 단위의 정주 기능은 강화되고, 공

동 정주 기능은 읍·면소재지 등 상위 중심지로 이전되면서 마을은 경유지(by-pass)

로 변모해왔다는 진단도 제시되었다(윤원근·이상문 1995; 1997). 오내원 외

(1998)는 마을의 물리적 환경 변화로 공동생활공간(마을창고와 공동우물, 마을가

게 등)이 소멸되거나 기능이 상실되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5) 앞으로 “한국농촌 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85~2001” 연구를 ‘20년 연구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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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근대화 과정의 농어촌 마을 변화

연구의 대상 근대화 과정에서 농어촌 마을의 변화 출처

마을 

기능과 

주민 

구성의 

변화

생산·경제부문

의 축소

∙ 농가 고령화로 농가경영규모 축소
정기환(2003), 

윤원근·이상문(1995)

∙ 마을 영농의 약화와 농가 단위 영농으로 전환 윤원근·이상문(1995)

∙ 겸업농과 비농가의 증가 정기환(2003)

마을 주민 

구성의 다변화

∙ 근교 도시화로 제조업 노동자 유입 및 젊은세대 

영농이탈
권태환(1992)

∙ 농촌에 도시적 생활양식 및 전원생활 확산 윤원근·이상문(1995)

공동체 기능의 

축소

∙ 세시풍속, 관혼상제, 공동신앙 수행 기능 약화

오내원 외(1998), 

김일철 외(1998), 

이성호·문만용(2014)

∙ 농촌 마을의 정주공동성 약화 윤원근·이상문(1995)

농촌조직과 

활동 

주체의 

변화

조직의 주체 ∙ 마을 내 혈연·지연집단의 약화

윤원근·이상문(1995), 

오내원 외(1998), 

김일철(1999)

조직의 범역 ∙ 자연마을 단위에서 행정리 단위 공식 활동 증가 이상문(1998)

조직의 활동
∙ 마을금고, 수리계 등 상호부조형 마을조직 퇴조 

및 마을회, 청년회 등 근대조직 활성화

윤원근·이상문(1995), 

오내원 외(1998)

물리적 환경

정주환경 및 

토지이용

∙ 근교·평야 마을에서 주택 신개축 증가, 산간마을 

위주로 공폐가 증가
오내원 외(1998)

∙ 농어촌 마을 유형별 상이한 혼주화(평야>근교>

중간 마을)
오내원 외(1998)

공동이용시설

∙ 차량 공동이용공간 확대: 주차공간, 마을안길 

확포장 등
농촌진흥청(2004)

∙ 마을창고, 공동우물, 가게 등 공동생활공간 소멸, 

약화
오내원 외(1998)

중심지 기능
∙ 마을 단위 정주기능 약화로 개별가구-중심지의 

직결형 공간구조 형성
이상문(1998)

농촌의 

소비공간화

∙ 생산, 정주, 자치의 총체적 장소에서 단순 소비 

혹은 거주 공간으로 변화
윤원근·이상문(1995)

자료: 저자 작성.

1.2. 최근 농어촌 마을 변화에 대한 주요 연구 흐름

2000년대 이후, 농어촌 마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연구 흐름은 상당 

부분 단절되었다. 다만, 농촌 마을의 기능 및 사회조직, 물리적 환경, 그리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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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의 영향 등 특정 이슈별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첫째, 귀농‧귀촌과 관련한 마을 변화 연구이다. 최근 귀농·귀촌 수요가 증대되면

서 농어촌 마을이 도시민 정주지로 변화하는 가운데, 신규 주택 입지가 기존 마을 

외부에 자리 잡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귀농·귀촌인들이 농어촌 마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높아졌다. 조영재·조은정(2013)은 귀농·귀촌인의 주거 

만족도는 일반 마을로 이주하는 경우보다 전원주거단지로 이주하는 주민 만족도

가 높다고 지적했다. 성주인 외(2012)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주민들은 계속 

거주해온 주민보다 기존 마을에서 떨어진 독립가옥이나 별도 전원주택단지에 입

주하려는 비율이 높음을 밝혔다.

둘째, 최근 들어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가 심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마을 실태 진

단 및  대응책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성주인·채종현(2012)이 

‘과소화 마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이창우(2013), 

조영재·조은정(2013), 조영재(2015), 심재헌 외(2017) 등에 의해 후속 연구가 진

행되었다. 이 중에서 이창우(2013)는 과소화 마을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조영재·조은정(2013)는 농어촌 마을을 존속, 준

한계, 한계마을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영

재(2015)는 일본의 한계촌락 대응 정책을 참조하여, 한계마을에 대한 재편방안으

로 복수 마을을 연계하여 광역화된 커뮤니티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재헌 외(2017)는 과소마을을 서비스 접근성과 지역·마을 역량에 따라 ‘성장 가

능형’, ‘서비스 낙후형’, ‘축소형’, ‘역량 부족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림 2-2>와 같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한계마을’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제기된 일본의 정책 사례도 소개되었다(조

영재 외 2018).6)

6) 일본에서는 농산어촌 집락의 한계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집락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생활권 재편을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인식하고, ‘집락 재편’, ‘작은 거점 육성’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정책화되었다

(조영재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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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농촌 과소 마을 대응 전략

지역·마을 역량 높음
(조직 역량 수준 ↑)

재편

전략

성장

전략

재생

전략

재구축

(리셋) 전략

단계적 축소

지역·마을 역량 낮음
(조직 역량 수준 ↓)

서비스 접근성 낮음
(네트워크 강도 ↓)

서비스 접근성 높음
(네트워크 강도 ↑)

자료: 심재헌 외(2017).

셋째,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마을 변화를 고찰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농어촌 

마을 대상 정책 성과를 양적으로 평가하거나(이성우·윤성도 2008; 채종훈·서정원 

2011; 최수명·양원식 2013), 주민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졌다(김선애·문승태 

2013). 정부 사업 이후 공공시설 방치, 애초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 오용 등의 문제

를 제기하거나(김광선·이규천 2012; 김태곤 외 2013; 김정태 2017), 장기적, 전략

적 목표가 결여된 채 단기적 성과 목표로 추진되는 관행에 대한 비판도 제시되었

다(김태곤·허주녕 2011; 나주몽 2012; 장민기 2015).

1.3. 농어촌 마을 기능‧역할에 관한 새로운 조명

외국에서는 최근까지 농어촌의 기능,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논의가 진행되었

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는 농어촌 마을이 환경과 경관, 문화, 공동체 경험 등 지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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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보전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

다. 한계집락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노 아키라(大野晃 

2005; 조영재 외 재인용 2018)는 한계집락의 문제를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

으로서만이 아니라, 농어촌 사회가 전승해온 다면적 가치와 자원이 훼손되는 상

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농어촌 공동체가 관

리해온 산림 자원의 황폐화와 들짐승으로 인한 농지 피해 등 환경과 농지 훼손과 

더불어, 장기간 전승되어 왔던 전통행사 등 문화적 생활양식의 단절을 우려해야 

하면서, 사회와 경제, 환경적 차원에서 지역 자산을 총체적으로 보전하려는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다기리 도쿠미(小田切徳美 2009; 조영재 외 재인용 

2018) 또한 농어촌 공동화는 단지 개별 집락의 한계화와 소멸뿐만 아니라, 주변 지

역사회 전반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전파하기 때문에, 개별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와 국민 전반이 당면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농어촌의 존재 목적을 농업 산출물이 생산되는 공간으로만 이해하는 생산

주의 농업 관점을 넘어서는 대안적 담론으로 포스트생산주의, 다기능적 농어촌

(multifunctionality)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마이클 우즈 2016: 100). 농어촌을 

사회와 문화, 환경, 경제 요소가 통합적으로 구성되는 장소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

점이며, 단순히 식량 생산 외에, 경관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호, 고용 창출, 커뮤니

티 자생력 향상 등 농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창출하는 농어촌 역할

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관광 목적지, 도시민 주거공간으로 농어촌이 조명되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Cloke(1992: 293)은 농어촌 지역이 상품화되면서 마을의 경관과 생활양식, 

문화유산 등이 체험과 관광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우즈

(2016: 119)는 농어촌다운 속성(경관, 자연, 평온함, 유산 등)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

으로 소비하는 농촌관광 양식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Marsden(1999)은 

이처럼 농업 등 생산활동과 유리되는 농어촌의 최근 변화를 ‘소비공간’(consumption 

countryside)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최근 농어촌에서 새로 조명되는 가치들을 고찰하고, 농어촌 마을의 잠재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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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부각되는 개념인 재농민

화(repeasantization)는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농어촌의 자원들이 형

성, 관리되며, 환경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어촌이 기능

을 하는 데 필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2019: 21, 60-62)

에 따르면, 재농민화는 농업이 생태 자본에 바탕을 두고 유지되면서 농민의 살림

살이를 지키고 증진하는 농민농업(peasant agriculture)7)의 양식으로 회귀 혹은 변

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농업소득의 약화, 농민의 한계화와 박탈 등 위기 상황

에 대한 농민들의 대응으로 농업 외 가공, 직판, 관광, 돌봄농업 등 다기능 농업 양

식이 출현했다는 것이다.8)

농촌이 더 이상 농업생산기지만이 아니라, 농촌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보전

하고 정주지로 가꾸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혁신의 장소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실험 및 이를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의 창출을 위해 ‘New New Rural Economy’ 모델이 제시되

고 있다(Atterton 2016).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New New Rural Economy’

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신중년 혹은 은퇴자 재교육과 고용, 노인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환경의 보전과 관리,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신산업 창출, 농촌혁신 실

험의 기반 조성 등을 통해 농촌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New Ruralism은 농촌의  장소-기반의 프레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개념

이다. Kraus(2013)에 따르면, New Ruralism은 대도시 주변부 혹은 농업 지역의 환

경·경제·사회적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서, 대도시권의 스마트 성장

과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연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7) 농민농업(peasant agriculture)은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Jan Douwe van der Ploeg)가 제안했

던 자본주의형, 경영자형 등 영농양식 중 하나로서, 가족들이 영농활동에 참여하여 소출을 내는 소규

모 가족농을 지칭한다. 김정섭·유찬희(2018)는 ‘peasant’의 번역어로 소농 대신 농민을 제안했다.

8) 김정섭 외(2017)는 이러한 맥락에서 농가의 다중경제활동이 가족농의 살림살이 전략으로뿐만 아니라, 

농가가 다양한 상업·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농촌 지역사회를 지속시키는 역

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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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어촌 마을 기능 변화에 대한 최근의 국내 연구

한국에서도 농촌 마을의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이 부각되면서, 마을에 공동생

활, 돌봄·치유, 공동 취사 등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거

나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주희(2009)와 박정윤 외(2007)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마을 단위의 돌봄양식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

을 제기하였다. 양병찬(2008)은 홍동면의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통해 지역교육

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탐색했다. 조미형 외(2014)는 치매 진단·예방, 복지셔틀버

스 운행 등 농촌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작은 농촌복지관 운영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촌 주민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문제해결과정과 결부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과거 농촌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었던 농업의 새로운 역할에 다

시금 주목하는 연구도 제시되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부터 농업활동이 지역사

회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농업과 결부된 

농촌 지역발전을 공동의 노력으로 진작하려는 노력이 모색되었다. 오내원 외

(2002)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에 도입이 논의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영농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생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농업도 이러한 맥락과 연결된다. 김정섭(2017)은 사회적 농업을 사회적으

로 불리한 여건에 있거나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실천의 일환으로 

이해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누적되어온 연대의 경험이 돌봄농업이나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농업 실천 등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홍성군 장곡면의 사례를 

들어 주장하였다.

농어촌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귀농·귀촌인과 청년

세대 등 새로운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며, 활

동 주체의 발굴,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의 필요성 또한 모색되고 있다. 김정섭

(2016)은 농촌 활동의 주체로서 귀농·귀촌인의 자발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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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농촌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공공정책의 지원책과 결부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마상진·김남훈(2019)은 청년 창업농 등 청년세대의 성공

적인 정착을 위해 경영 지식 전수 및 생활비 지원, 창농 준비를 위한 맞춤형 정책,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 지원 등 전략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활동 등 상향식 커뮤니티 활동이 농촌 마을 

개선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양병찬(2008)은 홍동면의 풀무교육공동체 사례

를 통해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탐색하였고, 정기석(2017)은 인적, 물적, 

조직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 발전 방안 및 사회적 자본 플랫폼 구축을 대안으로 제

시했다. 나명찬·최성우(2018)는 농촌 마을 사업에 주민의 소통 및 준비 수준의 영

향을 분석하고, 갈등 최소화 및 의사소통 체계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마을의 공동화로 인한 역량 약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활동의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을 넘어서서 마을 간 연합 혹은 읍·면 단위 지역사회 차원의 농촌 공동체 

육성 방안이 논의되었다. 박덕병·이민수(2009)는 EU LEADER 프로그램 내용과 

추진체계를 검토한 후, 한국에서도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동가조직 간 파트

너십을 통한 협력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성주인 외(2013)는 NPO 등 민

간 주체, 중간지원조직 역할 확대에 기초한 파트너십 형성과 상향식 계획 수립 등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 분석틀

2.1. 본 연구의 차별성

농어촌 마을의 사회·경제·공간적 변화를 총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

은 대체로 2000년대 이전이 주를 이룬다. 근대화 과정에서 영농활동에 바탕을 둔 전통 

농촌사회의 해체 및 마을의 공동체성 약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들은 대체로 농어촌 마을 과소화나 정주환경 정비, 마을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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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활성화 등과 같이 특정한 정책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근대화 

이후 마을의 구조적 변화 현상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는 편이다. 근대화에 따라 지

속적으로 진행된 마을 과소화, 공동체 해체 경향의 이면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변화 

흐름을 포착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탈근대화나 역도시화 같은 거시적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농어촌 마을이 겪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깊이 있게 고찰하

지 못한 것이다.

실증적 증거 자료에 기반하여 마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논의도 최근에

는 부족한 편이다. 특정 정책 사업 시행 마을 간 비교 연구들은 진행되었지만, 시‧군

이나 읍‧면 내에 분포하는 다양한 유형의 마을들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변화를 종합

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찾기는 힘들다. 상이한 지역 유형별로 마을 여건을 비

교하는 연구도 흔치 않다.

최근의 선행연구들에 대해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대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농어촌 마을의 사회·경제·공간적 변화 양상이 과거 근대

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변화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근대화 과정에서 마을 사회조직과 경제활동, 공간환경의 쇠퇴와 해체 과정을 설

명하는 데 집중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도시 인구 유입이나 공동체의 재구성 등과 

같은 새로운 변화 현상들을 농어촌 마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실증 조사에 기반하여 농어촌 마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한

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 변화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고찰을 진행한

다.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개별 마을의 변화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

에 착안하여 사례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마을 변화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를 바탕으로 장래 마을 변화 상황을 전망하는 단서를 찾고자 한다.

셋째, 다기능적 농어촌 및 농어촌의 소비공간화, 재농민화 등 해외 학계에서 논

의 중인 농어촌 변화의 새로운 관점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농어촌 마을 변화 상황

을 고찰한다. 특히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귀농‧귀촌 증가로 인해 농어촌 마을

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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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의 분석틀

최근 농어촌 마을은 인구 고령화와 귀농·귀촌 증가 등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인

구 변화를 겪고 있다. 농어촌 마을의 인구 변화는 마을의 기능, 조직, 물리적 환경 

측면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변화는 또다시 인구 변화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마을의 변화를 중층적이

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의 인구 변화가 초래하는 마을 기능 및 

조직,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농어촌 마을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과 향후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구체적인 실태 진단의 틀은 <그림 

2-3>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최근 농어촌 마을의 인구의 변화 추세를 검토하여 농어촌 마을의 기능 및 

조직, 물리적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농어촌 마을의 인구 증

감 실태를 파악하고, 인구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향에 따라 지역이 어떠한 특성

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그림 2-3  연구의 분석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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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어촌 마을이 담당해온 기능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여기서는 주로 경제활동, 도시민 정주, 커뮤니티 측면의 기능을 살펴보

고자 한다. 마을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농업 다기능화 추세가 마을에 미치는 영향

과 더불어, 최근 귀농·귀촌인 이주, 2지역 거주자 증가 등을 통해 농촌 주민의 계층

적 구성이 다변화되는 경향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마을이 담당해왔던 커뮤니

티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토하여 과거에 비해 활발하거나 새롭게 이루어지

는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기능이 

형성되는 마을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한다. 

셋째, 마을에서 벌어지는 조직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농어촌 마을에 형성된 

조직의 주체 및 방식, 범위를 살펴보고, 퇴조하는 조직과 새롭게 부상하는 조직의 

특성을 검토한다. 새로 구성되는 농촌조직의 활동 주체 및 새로운 활동이 추진되

는 방식의 변화, 지역사회 활동조직이 마을을 벗어나 광역화되는 과정을 살펴본

다. 이를 통해, 농어촌 마을에서 새로운 사회경제조직이 형성되는 계기와 활동이 

활성화되는 특성을 검토한다. 

넷째, 농어촌 마을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마을의 토지이

용과 주택 입지, 농어촌 마을시설 활용방식과 범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중

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농촌의 경관과 환경, 정주 여건을 진단하여, 주민들

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 주거 및 정주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방향을 설

정하는 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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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

1. 전국 농어촌 마을의 인구 변화 추이

1.1.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증가

본 장에서는 전반적인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를 알아본다. 농어촌 마을 

관련 전국 단위 통계자료와 지난 1~4차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변화 

현상을 짚어본다. 

우선 전국 농어촌 지역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았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산업

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로 반전되었다. 그 결과 

전국 인구에서 농어촌 지역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18.8%(971만 명)로 

2010년 18.0%(876만 명)에 비해 0.8%p 증가하였다<그림 3-1>. 특히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읍부 인구는 78.4만 명, 면부 인구는 17.3만 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

상은 귀농어·귀촌인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귀농어·귀촌인 수는 매년 꾸준

히 증가하여 2013년 42만 명에서 2018년 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수도권으로 집

중되었던 인구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림 3-2>에 나타나듯이 전

출인구보다 전입인구가 많은 인구 순유입 시·군이  2010년 이후 농어촌 지역 전반

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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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한국 농어촌 지역 인구 변화(1970~2018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 

그림 3-2  인구이동 순유입 시·군의 분포 변화

자료: 통계청(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보다 세부적으로 인구이동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동 지역)에서 농어촌(읍

면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반대 방향의 이동 인구보다 더 많았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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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총 이동인구에서 향촌이도형(도시→농어촌) 인구이동이 차지하는 비

율도 더 높았다.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도·농 간 인구이동 변화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총 이동인구 8,226,594 7,506,693 7,629,098 7,378,430 7,297,099

도시→농어촌(A)
926,125 795,618 819,543 822,271 786,998

11.3% 10.6% 10.7% 11.1% 10.8%

농어촌→도시(B)
829,814 765,773 750,662 707,902 741,380

10.1% 10.2% 9.8% 9.6% 10.2%

농어촌지역 순유입(A-B) 96,311 29,845 68,881 114,369 45,618

자료: 통계청(각 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 농어촌 마을의 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다. 농림어업총

조사 지역조사9)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비해 2015년의 60호 미만 마을은 감소

한 반면, 60호 이상 마을은 증가했다. 전체 마을의 중위가구 수도 2010년 49가구

에서 2015년 64가구로 증가했다. 가구 수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은 2010년 대비 

1,800여 개 감소하여 전체 마을의 3.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표 3-2>. 전국적으

로 과소화 추세에서 탈피하는 마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 농어촌 마을(행정리) 단위 공식통계 자료는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가 유일하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행정리 수는 2005년 36,041개, 2010년 36,498개, 2015년 36,792개로 계속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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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농어촌 마을 가구 수 분포 변화

단위: 개, %

구분
2010년 2015년

행정리 수 비율 행정리 수 비율

가구 수

19가구 이하 3,091 8.5 1,270 3.5

20~39가구 10,642 29.2 7,421 20.2

40~59가구 8,641 23.7 8,172 22.2

60~79가구 4,824 13.2 5,712 15.5

80~99가구 2,467 6.8 3,438 9.3

100~149가구 2,525 6.9 4,192 11.4

150가구 이상 4,308 11.8 6,587 17.9 

합계 36,498 100.0 36,792 10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1.2. 농어촌 마을의 인구 분화 확대

한편, 개별 마을 단위에서의 인구 증감 현상은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공식 집계된 전국 행정리별 인구 통계가 없어 개별 시·군 통계연보를 열

람하여 시기별 인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행정리 인구 데이터는 약 1만여 

개로 전체 행정리의 1/3 수준이다.10) 행정리별 사회·경제적 특성은 농림어업총조

사 지역조사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시·군은 44개로 다음 <표 

3-3>과 같다.

10) 시·군 통계연보에는 각 연도별로 행정리 통합이나 신설,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일부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가 다수 존재하기에 1995년부터 2016년 사이 시계열 분석에는 모든 연도 데이터가 정리

된 약 7천여 개 행정리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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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분석 대상 시·군 현황

단위: 개

시·도 시·군
행정리 개수

(2013년 기준)
시·도 시·군

행정리 개수

(2013년 기준)

강원도 강릉시 143 전라남도 강진군 277

고흥군 515고성군 128

담양군 295삼척시 154
신안군 315양구군 74
영광군 291양양군 95
완도군 241정선군 177
장흥군 273철원군 101
진도군 172평창군 186
해남군 512

홍천군 51
화순군 320

횡성군 170
전라북도 남원시 333

경기도 가평군 124
완주군 486

양평군 251
경상남도 남해군 215

인천 강화군 181
의령군 228

세종 세종시 163
함양군 250

충청남도 공주시 242 합천군 361
논산시 414 경상북도 봉화군 147
부여군 428 성주군 233
서천군 303 영덕군 204
청양군 174 예천군 263

충청북도 보은군 233 청도군 208

증평군 99 포항시 340

진천군 272 총합계 10,642

주: 행정리 단위 인구·세대 현황을 구득할 수 있는 4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함.

자료: 각 연도 시·군 통계연보.

분석 결과, <표 3–4>에 나타나듯이 시기나 농어촌 유형에 무관하게 인구가 감

소하는 마을 비율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상당수 농어촌 마을에서 지속

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다만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시기별로 세분해

보면 최근 들어 인구가 증가한 마을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1995~2000

년 사이 인구가 증가한 마을이 9.7%에 불과한 반면, 2010~2016년 기준으로 약 

25.2%에 해당하는 마을의 인구가 연평균 +0.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유형별로 봤을 때 근교 농촌 다음으로 원격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마을 중

에서 인구가 증가한 마을이 많았다. 근교 농촌 지역 위주로 인구가 증가하던 과거

와는 달리 원격 농촌 지역에도 인구가 유입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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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농어촌 마을 유형별 시기에 따른 인구 변화

단위: %

구분

농어촌 마을 유형
전체

(n=7,266)근교 농촌

(n=1,573)

일반 농촌

(n=3,334)

원격 농촌

(n=1,726)

도서·어촌

(n=633)

인구변화

(1995~

2000년)

인구 감소 마을 비율 74.3 85.2 84.4 88.5 82.9

인구 유지 마을 비율 9.3 7.4 6.1 5.8 7.4

인구 증가 마을 비율 16.4 7.4 9.4 5.7 9.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구변화

(2000~

2005년)

인구 감소 마을 비율 69.3 83.6 83.3 90.5 81.0

인구 유지 마을 비율 11.8 7.0 8.2 4.3 8.1

인구 증가 마을 비율 18.9 9.4 8.5 5.2 1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구변화

(2005~

2010년)

인구 감소 마을 비율 58.4 67.9 63.9 68.2 64.9

인구 유지 마을 비율 14.2 14.7 15.2 13.7 14.6

인구 증가 마을 비율 27.3 17.4 20.9 18.0 2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인구변화

(2010~

2016년)

인구 감소 마을 비율 51.7 58.8 57.9 63.3 57.5

인구 유지 마을 비율 15.8 16.8 19.5 18.0 17.4

인구 증가 마을 비율 32.4 24.4 22.5 18.6 25.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도서·어촌 마을은 어촌계가 있는 행정리로 설정(내수면어업 지역은 제외).

    2) 인구변화는 ‘연평균인구증가율’을 기준으로, 연평균 –0.5% 이하는 인구 감소, -0.5~+0.5%는 유지, 

+0.5% 이상은 인구 증가 마을로 설정.

자료: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7,266개 행정리 원자료 분석 결과,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5).

앞서 살펴본 자료를 토대로 주로 어떤 마을에서 인구가 증가하는지 분석하였

다. <표 3-5>의 소재지 거리에 따른 인구 증가 마을 비율을 살펴보면, 유형과 무관

하게 읍·면 소재지와 인접한 소재지권 마을보다 소재지에서 먼 배후 지역에서 인

구가 증가한 마을이 더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들어서 더 뚜렷해지는 경향

이 있다. 1995~2000년과 2010~2016년을 비교해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배후 마을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는 달리 기초 서비스 접근성이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농촌에 이주한 도시

민들은 귀농·귀촌의 주된 이유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꼽고 있다는 점도 배후마을

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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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소재지 거리에 따른 인구 증가 마을 비율 변화

단위: %

구분
근교 농촌 일반 농촌 원격 농촌 도서·어촌

소재지권 중간 배후 소재지권 중간 배후 소재지권 중간 배후 소재지권 중간 베후

인구 증가 마을 비율

(1995~2000년)
15.9 16.3 19.5 8.7 6.4 7.2 10.4 8.1 11.4 3.1 4.0 13.6

인구 증가 마을 비율

(2000~2005년)
17.0 19.5 24.1 9.8 9.1 9.4 7.6 7.6 15.2 3.1 4.3 11.8

인구 증가 마을 비율

(2005~2010년)
24.4 27.4 40.6 16.3 16.9 23.8 16.4 21.8 31.5 17.3 14.0 30.0

인구 증가 마을 비율

(2010~2016년)
30.2 31.5 46.6 22.3 24.9 30.7 19.7 24.1 25.0 16.8 15.4 31.8

주 1) 인구 증가 마을은 해당 기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0.5% 이상인 마을이 해당됨.

    2) 소재지권 마을은 읍·면소재지까지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마을, 배후마을은 16분 이상 걸리는 마을이 해당

됨(소재지와의 거리는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원자료 참고).

자료: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7,266개 행정리 원자료 분석 결과,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5).

이어서 어떤 마을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구 수가 적은 과소화 마을, 농가 비율이 높은 마을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

졌다<표 3-6>. 예로 2016년 기준 세대수 20호 미만인 마을의 인구는 1995년 약 60

명에서 2016년 27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2015년 기준 농가 비율이 80% 이상인 마

을의 인구는 1995년 145명에서 2016년 82명으로 연평균 –2.54%씩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마을 규모가 작은 수도작 중심 평야지 마을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우

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현상은 사례 마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사례 

마을의 인구 변화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1) 2016년 귀농·귀촌실태조사 결과, 농촌으로 이주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귀농 29.4%, 귀촌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정섭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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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세대수, 농가 비율에 따른 평균 인구수 변화(1995~2016년)

단위: 명, %

구분
행정리당 평균 인구수 연평균 증가율

(95~16년)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6년

세대수

(2016 기준)

20호 미만 59.7 49.6 39.3 36.1 27.3 -3.50

20~29호 86.1 70.6 59.5 54.9 48.1 -2.61

30~39호 121.3 98.9 82.7 75.7 70.2 -2.45

40~49호 147.5 124.2 106.9 97.4 89.4 -2.25

50호 이상 355.1 326.4 297.0 281.5 280.2 -1.07

합계 273.0 238.8 213.5 201.4 195.0 -1.52

농가 비율

(2015 기준)

20% 미만 575.4 548.6 504.7 484.9 471.4 -0.90

20~40% 229.4 195.9 173.5 162.6 155.1 -1.76

40~60% 182.4 151.2 128.5 118.8 112.1 -2.19

60~80% 157.1 124.7 103.9 93.4 87.1 -2.65

80% 이상 144.9 117.8 97.3 86.0 82.3 -2.54

합계 273.4 239.1 213.9 201.7 195.1 -1.52

주: 2016년 행정리 규모를 기준으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마을당 평균 인구수 변화 추이를 집계하였으며 

대상 행정리 수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10,642개 행정리 원자료 분석 결과,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5).

분석 대상 44개 시·군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2005~2016년) 인구 증가 마을이 

많았던 시·군은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인천 강화군, 강원도 횡성군, 홍천군 순으

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증가 마을이 적은 시·군은 충남 부여군, 서천군, 경북 예천

군, 포항시, 경남 합천군 순이었다<표 3-7>. 분석 대상 시·군에 전라북도와 경기도 

시·군이 상당수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개략적으로 지역 간 인구 분화 현

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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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인구 증가 마을 상하위 시·군

인구 증가 마을 상위 10개 시·군 인구 증가 마을 하위 10개 시·군

시·도 시·군
인구증가 마을 

비율(%)
시·도 시·군

인구증가 마을 

비율(%)

경기도
양평군 67.3

충청남도
부여군 4.9

가평군 52.0 서천군 5.6

인천시 강화군 39.8
경상북도

예천군 7.2

강원도

횡성군 36.8 포항시 7.4

홍천군 33.3 경상남도 합천군 8.6

양구군 31.1 전라남도 해남군 8.6

고성군 29.9 충청남도 공주시 8.7

양양군 25.5 경상남도 남해군 9.8

평창군 24.2
전라남도

화순군 10.6

경상북도 성주군 24.0 고흥군 10.7

주: 인구 증가 마을은 2005~2016년 ‘연평균인구증가율’이 +0.5 이상인 마을을 의미함.

자료: 10,642개 행정리 원자료 분석 결과.

다른 한편, 전국 단위 통계와 다르게, 지자체 공무원들은 최근의 인구 증가 추세

를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8>의 73개 시·군 공무원 설문조

사 결과,  절반 이상의 공무원들은 해당 시·군 내 인구가 증가하는 농어촌 마을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역 간 큰 차이는 없지만 근교 농촌보다는 일반 및 원격 

농촌 시·군에서 인구가 증가한 마을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8  시·군 내 인구 변화 진단

단위: %

구분

시·군 내 인구 증가 마을

합계거의 없음

(5% 미만)
일부 있음

많이 있음

(30% 이상)

지역 구분
도·농복합시(n=64) 53.0 42.4 4.5 100.0

군(n=66) 51.6 46.9 1.6 100.0

유형 구분
근교 농촌(n=29) 44.8 48.3 6.9 100.0

일반/원격 농촌(n=101) 54.5 43.6 2.0 100.0

전체(n=130) 52.3 44.6 3.1 100.0

자료: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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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의 특징으로, 농업 외 경제활동 

기회가 많거나 경관이 우수하고 환경저해 요소가 없는 마을을 꼽았다. 유형별로

는 원격 농촌은 농업 외 경제활동 기회(42.9%)를, 근교 농촌은 우수한 마을 경관

(31.0%)을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표 3-9>. 어느 정도 전국 통계 자료

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9  시·군 내 인구 증가 마을의 특징

단위: %

구분

시·군 유형

근교 농촌  

(n=29)

일반 농촌 

(n=86)

원격 농촌 

(n=15)

전체

(n=130)

인구 증가 마을 

특징

농사 여건 양호 3.4 10.5 0.0 7.8

농업 외 경제활동 기회 많음 31.0 31.4 42.9 32.6

서비스 이용 등 생활여건 편리 24.1 17.4 21.4 19.4

마을 경관 우수 31.0 26.7 28.6 27.9

기존 주민 개방적 10.3 8.1 0.0 7.8

기타 0.0 5.8 7.1 4.7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2. 전국 농어촌 마을의 주요 특성 변화

2.1. 정주 공간 및 다기능 공간으로서 부각

앞서 살펴본 대로 최근 농어촌 지역에 도시민이 유입되면서 농어촌 마을의 사

회·경제적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우세했던 농어업 생산기능이 

축소되고, 거주 기능이 부각되거나, 경관, 여가 등 농촌다움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농어업 생산기능의 축소는 3차년도 연구에서 농가 비율 및 농업소득 

감소, 경지면적 감소, 비농업 부문 종사자 증가 등 여러 전국 단위 통계지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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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표 3-10>의 마을 특성별 농가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부

터 2015년까지 대다수 농어촌 마을의 농가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가 많은 마을과 근교 농촌 지역, 소재지권 마을에서 농가가 유지되는 경향도 일

부 나타났다.

표 3-10  마을 특성별 농가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농가 비율 변화(2010~2015)

증가 유지 감소

행정리 총 가구 수

(2015년 기준)

20호 미만 19.3 9.1 71.6

20호~59호 9.0 7.4 83.6

60호~99호 5.0 6.8 88.1

100호~199호 4.6 12.5 82.9

200호 이상 4.5 46.3 49.3

대도시 접근성

근교 농촌 4.6 18.5 76.8

일반 농촌 7.8 9.8 82.4

원격 농촌 9.0 13.4 77.6

읍·면 소재지 접근성

소재지권(5분 이내) 7.2 16.2 76.6

중간마을(6분~15분) 6.9 10.8 82.4

배후마을(16분 이상) 7.8 8.4 83.8

주: 전국 시·군 유형 분류는 1차년도 연구(성주인 외 2015)의 <부록 1> 참고.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0, 2015).

농어촌 마을의 특징적인 기능 변화는 농어촌 마을이 도시민들의 정주공간으로

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타 지역 주택 소유 가구 변화를 통해 유추

해볼 수 있다. <표 3-11>에 나타나듯이 최근 들어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에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례뿐 아니

라, 농어촌에 살면서 도시에 주택을 두고 계절적으로 머물거나 왕래하는 사례 또

한 늘고 있다. 이러한 2지역 거주 현상은 과거 수도권에 가까운 농어촌 지역에서 

두드러졌으나 최근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례 지역 내에서도 2~3차

년도 이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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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지역별 타지 주택 소유 가구 변화

단위: 천 호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

전국

전체 가구 15,887 17,339 19,112 1.9

타지 주택 소유 가구 1,794 2,682 2,622 3.9

비율(%) 11.3 15.5 13.7 -

동부

전체 가구 12,745 14,031 15,490 2.0

타지 주택 소유 가구 1,501 2,256 2,179 3.8

비율(%) 11.8 16.1 14.1 -

읍부

전체 가구 1,319 1,487 1,695 2.5

타지 주택 소유 가구 139 218 222 4.7

비율(%) 10.6 14.6 13.1 -

면부

전체 가구 1,823 1,821 1,927 0.6

타지 주택 소유 가구 154 209 222 3.7

비율(%) 8.4 11.5 11.5 -

자료: 통계청(각 연도). 주택총조사. 

같은 맥락으로 농어촌 마을의 비농업 부문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마을 외부로 

출퇴근하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표 3-12>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살고 있는 

읍·면 내에서의 통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과거에 비해 그 비율은 감소하

였다.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 타 지역(같은 시·군 내 다른 읍면,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으로 통근하는 주민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시가화 지역(읍소재지 등지)에 살면서 배후 면 지역으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

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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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농촌 주민의 통근 지역 변화(2010~2015년)

단위: 명, %

구분
읍부 면부

2010년 2015년 2010년 2015년

통근 인구 합계
1,913,557 2,162,905 2,366,383 2,476,281

(100.0) (100.0) (100.0) (100.0)

현재 살고 있는 읍·면
1,303,191 1,425,113 1,902,217 1,933,224

(68.1) (65.9) (80.4) (78.1)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읍·면
228,617 287,946 210,651 277,470

(11.9) (13.3) (8.9) (11.2)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
225,302 282,014 156,168 161,131

(11.8) (13.0) (6.6) (6.5)

다른 시·도
148,115 167,832 89,184 104,456

(7.7) (7.8) (3.8) (4.2)

통근 유형 미상
8,332 - 8,163 -

(0.4) (0.3)

주: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 통근통학 통계. 

또 다른 농어촌 마을의 기능 변화로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안

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사회 및 환경 측면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늘어

나고 있다(유찬희 외 2018).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민의식조사 결과, 

앞으로의 농업·농촌의 역할로 농업인은 ‘환경 및 경관 보전’, 도시민은 ‘지역 활성

화와 여가공간 활용’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하였다.

그림 3-3  앞으로 농업·농촌의 역할 중 중요한 역할

자료: 송성환·박혜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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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현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70여 개에 불과하던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협동조

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2016년 기준 3,500개로 증가하였다(3차년도 연구 결

과). 또한 두드러지진 않지만 마을 단위에서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민 자활이나 

자원봉사, 문화·여가 활동 같은 사회적 기능이 마을의 중요 기능으로서 강화되고 

있다.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나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되는 것 또한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2.2. 경제활동 중심의 조직 및 공동체활동 증가

농어촌 마을의 주민 변화는 마을 내 조직과 공동체활동 변화를 수반한다. 지난 

연구를 통해 농어업 생산 관련 조직은 감소하는 반면, 다양한 목적의 경제조직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음을 밝혔다.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 2010년 대비 

2015년 전체 행정리의 경제활동 조직 수는 약 2,700여 개 감소하였으며 특히, 영

농·영어조합법인, 작목반 등 전통적 생산조직이 감소하였다<표 3-13>. 3차년도 

농어가 대상 설문조사(n=391) 결과에서도 가족 단위 개별적인 영농 방식이 가장 

높은 비율(87.7%)을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 과소화에 따른 농어업 생산기능 축소

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례 조사 결과,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소

속되어 있더라도 개별 생산, 개별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다.

유형별로는 영농 여건이 불리한 원격 농촌 지역이나 도·농교류 활동이 많은 마

을에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조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체 행

정리의 38.4%에 경제활동 조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원격 농촌 지역

에서는 51.3%의 행정리에 경제활동 조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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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행정리 내 경제활동 조직 수(2010~2015년)

단위: 개

구분
면부 읍부 전체

2010년 2015년 증감 2010년 2015년 증감 2010년 2015년 증감

경제

활동

조직

작목반 16,552 16,390 -162 3,241 3,238 -3 19,793 19,628 -165

어촌계/산림계 2,304 1,997 -307 560 532 -28 2,864 2,529 -335

영농·영어조합법인 5,961 2,375 -3,586 1,232 541 -691 7,193 2,916 -4,277

농어업회사법인 489 700 211 121 187 66 610 887 277

기타* - 1,519 1,519 - 275 275 - 1,794 1,794

합계 25,306 22,981 -2,325 5,154 4,773 -381 30,460 27,754 -2,706

주 1) 2015년 기준 36,786개 행정리 중 2010년과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35,4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분석

    2) 기타에는 공동선별·공동출하회, 협동조합, 마을기업·공동체회사 등이 포함되며 기타항목에 포함되는 경

제활동 조직의 집계는 2015년부터 이루어짐.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0, 2015).

농어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활동 중 도·농교류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농어촌 체험 관광, 농림수산물 직거래 등에 참여하는 행정리가 크게 

증가하였다<표 3-14>.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 도·농교류 활동에 1개 이

상 참여하는 행정리가 2010년 7,333개(20.1%)에서 2015년 11,848개(32.2%)로 증

가하였다. 농어업 소득 증대를 위한 보완책으로 마을 내에서 다양한 6차산업화 활

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4  도·농교류 활동 참여 행정리 수(2010~2015년)

단위: 개소, %

구분
면부 읍부 전체

2010년 2015년 증감 2010년 2015년 증감 2010년 2015년 증감

도·농

교류

활동

농어촌 체험관광 1,140 1,908 768 192 275 83 1,332 2,183 851

농림수산물 직거래 2,099 3,605 1,506 412 838 426 2,511 4,443 1,932

농림수산물 직판장 491 528 37 167 156 -11 658 684 26

음식물 판매 및 숙박 제공 1,047 717 -330 173 158 -15 1,220 875 -345

주말농원 임대 및  분양 242 167 -75 76 50 -26 318 217 -101

기타 256 723 467 59 230 171 315 953 638

1개 참여 마을 비율 14.9 22.0 7.1 11.4 17.1 5.7 14.1 20.8 6.7

2개 이상 참여 마을 비율 6.5 11.9 5.4 4.4 9.6 5.2 6.0 11.4 5.4

주: 2015년 기준 36,786개 행정리 중 2010년과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35,417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분석.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20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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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사회조직 참여 및 사회적 활동을 살펴보면, 과거

에 비해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3-15>의 농어촌 지역 주

민의 사회단체 활동 정도를 살펴보면, 단체에 소속되어 가끔 활동하거나, 적극 활

동하는 주민은 동창회, 향우회를 제외하면 20%를 넘지 못하였다. 이 또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 과소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표 3-15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사회단체 활동 정도(2013~2018년)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종교단체 15.7 15.1 14.6 12.4 14.3 15.6

동호회 17.4 15.6 17.9 12.4 18.1 18.4

시민단체 3.1 2.5 3.0 1.6 1.8 1.8

지역사회 공공모임 31.1 18.6 16.7 18.2 18.8 16.0

동창회, 향우회 41.0 33.5 31.2 34.1 40.2 38.8

자원봉사, 기부단체 - - 12.5 9.3 9.5 8.3

사회적 경제조직 - - 4.2 4.5 3.9 4.5

주: ‘해당 조직에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로 응답한 결과를 합산.

자료: 통계청(각 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2.3. 빈집, 난개발 증가로 인한 물리적 환경 저하

농어촌 마을의 물리적 여건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주

민이 이주해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반대로 마을 주민들의 방치나 무관심, 개

발행위 등에 따라 물리적 환경이 변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 및 

공폐가 문제가 대다수 마을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행정리 중 

78.7%의 행정리에 빈집이 있으며, 특히 면 지역 행정리의 83.7%에 빈집이 존재한

다<표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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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행정리별 농어촌 지역 빈집 현황(2015년)

단위: 개(%)

구분 전체 행정리 수 빈집 있는 행정리 빈집 1~20호 빈집 21~40호 빈집 41호 이상

읍부 8,698 5,442 (62.6) 5,345 74 23

면부 28,094 23,516 (83.7) 23,240 244 32

합계 36,792 28,958 (78.7) 28,585 318 55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15).

전국적으로 봤을 때 1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가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3-4>, <표 3-17>의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빈집실태조사12)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빈집은 총 38,988동으로 철

거가 필요한 빈집이 71.3%, 활용이 가능한 빈집이 28.7%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빈

집 가운데 소유주가 철거 또는 재활용에 동의한 빈집은 18.0%에 불과했다. 

그림 3-4  연도별 농어촌 지역 빈집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빈집실태조사(2018).

표 3-17  농어촌 지역 빈집실태조사(2018년)

단위: 동, %

구분
계 (A+B) 철거형(A) 활용가능형(B)

계 동의 부동의 소계 동의 부동의 소계 동의 부동의

빈집 수 38,988 7,016 31,972 27,797 6,152 21,645 11,191 864 10,327

점유비 (100) (18.0) (82.0) (71.3) (15.8) (55.5) (28.7) (2.2) (26.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빈집실태조사(2018).

12) 농식품부는 매년 전국적으로 농촌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택총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공폐

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

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다. 빈집은 철거형과 활용가능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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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토지이용도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참고로 <그림 3-5>의 연도별 농지 전용면적과 전용건수의 변

화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전용되는 면적은 줄어드는 반면, 전용건수는 증가하

는 추세이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에서 소규모 파편적인 농지 전용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약 83,000건의 개발행위가 허가되었고, 대부분 관리지

역(81.6%), 농림지역(16.8%)에서 발생하고 있다(김승종 외 2017).

그림 3-5  연도별 농지전용면적 및 전용건수 변화(2003~2016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3. 종합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전국적인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인구 측면에서 산업화 이후 쇠퇴 일로를 

보이던 농어촌 마을이 최근 귀농·귀촌인이 유입되면서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다. 

과거 농어촌 지역의 인구 증가 현상이 근교 농촌 지역에 집중되던 경향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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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구 과소화 추세에서 탈피하는 마을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전히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마을 또한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지

역의 조건에 따라 농어촌 마을은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들은 농업 외 경제활동 기회가 충분

하고, 양호한 경관 및 정주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개방적인 공동체 특성을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농어촌 마을의 사회·경제적 기능은 점차 변화되고 있다. 마을에

서 전통적으로 담당해왔던 농어업 생산 기능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거주 기능

이 부각되고 있으며, 경관, 여가 등 농촌다움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어촌 마을에서는 2지역 거주, 일시 거주 등 거주양식이 유연화

되면서, 도시민들의 정주공간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 과소화되면서 마을 단위 조직 활동은 점차 약화되는 추

세이다. 주민들의 사회조직은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조직의 형

태 또한 전통적인 생산조직에서 가족 단위의 개별 영농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

한 가운데 농어업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6차산업화 등 경제 다각화 활동이 모색되

고 있다.

농어촌 마을의 물리적 환경은 빈집 증가와 난개발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과소화와 주민 고령화로 인해 꾸준히 발생하는 빈집은 마을의 경관

과 안전, 치안 등 정주 여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토지

이용 등 난개발 문제도 물리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농어촌 마을의 기능과 조직, 물리적 환경의 변화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농어촌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지, 그 요인은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특히, 최근 복지, 자활 등 마을의 사회적 기

능과 더불어, 환경, 문화유산 보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와 관련하여 농어촌 마을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례 조사를 통해 개별 마을 단위의 경제활동과 공동체 기능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농촌 중심지와 배후 마을 간에 기능이 연계되는 모습을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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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음으로, 조직 측면에서는 사례 조사를 통해 어떤 조직이 쇠퇴 또는 활성

화되는지, 신규 조직의 형성 과정 및 활동 주체, 활동 범위 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한다.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는 농어촌 마을에서 문

제가 되고 있는 빈집 증가, 무분별한 토지이용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구가 변화함

에 따라 사례 지역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물리적 환경 변화 실태와 그 요인을 살

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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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마을의 주요 변화 특성

1. 사례 마을 개요

지난 4년간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사례 지역은 도서·어촌을 제외하면 총 7개 시·

군, 8개 읍·면이다. 이 중 ‘양평군 서종면’, ‘부여군 초촌면’, ‘함양군 휴천면’은 각

각 근교 농촌, 일반 농촌, 원격 농촌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지난 5년간 연속적

으로 조사하였다.13)

표 4-1  1~4차년도 사례 지역 선정 현황

구분 근교 농촌 일반 농촌 원격 농촌 도서·어촌 조사 단위

1차년도
(개괄)

양평군 서종면(2)
화성시 장안면(2)

부여군 초촌면(2)
부안군 하서면(2)

함양군 휴천면(2)
함양군 서상면(2)

화성시 서신면(1)
서산시 부석면(1)
하동군 금남면(1)

면 단위
마을 단위

2차년도
(물리적 환경,
공동체활동)

양평군 서종면(2)
화성시 장안면(1)
울주군 언양읍(2) 

부여군 초촌면(2)
부안군 하서면(1)

함양군 휴천면(2)
함양군 서상면(1)

태안군 안면읍(2)
울진군 죽변면(1)
화성시 서신면(1)
고창군 해리면(1)

마을 단위

13) 구체적인 사례 지역 선정 기준은 2차년도 보고서(성주인 외 201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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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근교 농촌 일반 농촌 원격 농촌 도서·어촌 조사 단위

3차년도
(경제활동)

양평군 서종면(2)
화성시 장안면(1)
울주군 언양읍(2) 

부여군 초촌면(2)
부안군 하서면(1)

함양군 휴천면(2)
함양군 서상면(1)

태안군 안면읍(2)
울진군 죽변면(1)
화성시 서신면(1)
고창군 해리면(1)

마을 단위

4차년도
(생활권)

양평군 서종면(19) 부여군 초촌면(25)
함양군 휴천면(20)
평창군 미탄면(13)

거제시 남부면(1)
거제시 일운면(1)
거제시 사등면(1)
남해군 삼동면(1)
완도군 고금면(1)

면 단위
마을 단위

주: 괄호 안은 조사 대상 행정리 수.

도서·어촌은 연구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매년 주제에 따라 적합한 사례 지역을 선정함.

매년 연구 주제에 따라 특정 사례 지역을 제외하거나 추가로 선정하고 행정 조

사, 이장 및 대표자 조사, 주민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

서는 지역 중심지로서 부여읍, 함양읍, 언양읍 3개 지역의 읍소재지 조사가 추가

로 이루어졌으며, 3, 4차년도에는 20년 사업 연구 사례 마을 4곳의 조사도 병행하

였다.

사례 마을은 사례 지역(읍·면) 내 차별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행정리로서 해당 

읍·면당 1~2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단, 연차별 연구 내용에 따라 면 내 모든 행정리

를 대상으로 이장 및 주민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중점적으로 살펴본 사례 마을

은 16곳으로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사례 마을의 인구·가구 개요

유형 지역 마을명
가구수

(호)

인구수

(명)

고령화율

(%)

귀농·귀촌

(호)

농어가

비율(%)

근교 농촌

양평군 서종면
문호4리 542  1,200 29.3 125  6.5

정배1리 196  427 21.0 150  30.0

화성시 장안면 석포1리 107  186 34.4 2  55.9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183  399 40.7 15 53.0

신화리 136  254 47.5 8 50.5

일반 농촌
부여군 초촌면

추양1리 37  80  80.0 3  75.0

신암1리 60  150  70.0 10  50.0

부안군 하서면 청서마을 35  70 48.6 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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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유형 지역 마을명
가구수

(호)

인구수

(명)

고령화율

(%)

귀농·귀촌

(호)

농어가

비율(%)

원격 농촌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43  74  38.2 5  100.0

송전리 100  160 64.7 35  75.0

함양군 서상면 식송마을 53  113 46.9 8  81.0

도서·어촌

태안군 안면읍
승언8리 280  694  50.0 - (28.6)

중장5리 75  130  50.0 - (46.7)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이수도) 43  65 - - (44.2)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150  270  45.0 10  (86.7)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124  233  60.1 - 90.3

주: 농가 비율은 이장이 제시한 개략적인 수치이며 실제 농가 비율과 다를 수 있음.

괄호는 여가 비율을 의미.

자료: 이장면담조사, 주민설문조사 결과 취합(박시현 외 2017).

지난 4년간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온 사례 마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근교 농촌 지역의 사례 마을들은 양평군 서종면의 문호4리와 정배1리, 화성시 장

안면의 석포1리,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와 신화리 등이다. 양평군 서종면의 사례 

마을인 문호4리와 정배1리는 대도시 통근자와 은퇴자들의 근교 주거지로 변화하

고 있으며, 화성시 장안면의 석포1리는 마을 주변 지역이 공장용지로 전용되면서 

제조업 공장들이 난립한 도·농혼재지역으로 변모하였다. 한편, 울산광역시의 근

교지역인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와 신화리는 울산광역시에서 벌어지는 도시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의 생활양식과 경관이 지배적인 마을로 남

아 있다. 

일반 농촌 지역에 입지한 사례 마을들은 부여군 초촌면의 추양1리와 신암1리, 

부안군 하서면 청서리로 설정했다. 이 마을들은 벼농사 위주의 농업활동에 의존

하는 가운데, 마을 공동화와 과소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청서리와 추양1리는 

전통적인 답작지대에 입지하여 벼농사 위주의 농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마을은 벼농사 이외의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초촌면 신암1리는 지리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시도하여, 현재

는 친환경농업 생산공동체가 작물 생산과 식품 가공 등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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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농촌 지역의 사례마을은 함양군 휴천면의 송전리와 월평1리, 서상면 식송

마을, 그리고 4차 연도에 추가로 선정한 평창군 미탄면의 마을들이 해당한다. 원

격 농촌 지역의 사례 마을들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인구 유출과 탈농으로 마을

의 사회경제적 활력이 저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의 주요 소득원으로 농업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송전리의 경우 마을 리더들이 불리한 경제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식품 가공, 마을 민박 및 체험 활동 등 

마을 공동체 차원의 경제 다각화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월평1리는 돌담과 한옥 

주택 등 마을 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과소화와 고령화로 

인해 최근 빈집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식송마을은 사과, 딸기 등 과수와 고랭지 채

소 농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가축유전자원센터의 이전으로 마을 

농지 상당수가 수용되면서 농업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도서·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 마을은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와 고창군 해리

면 동호리, 태안군 안면읍 승언8리와 중장5리,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이수도 마을

이 있다. 도서·어촌의 사례  마을은 대부분 어촌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마을

로, 마을어장과 갯벌 등지에서 연근해 어업이 발달한 가운데, 화성시 서신면 백미

리와 고창군 해리면의 동호리는 반농·반어 특성이 강하다. 태안군 안면읍의 중장5

리는 어촌계가 우럭 등 마을 양식장을 활용한 6차산업화 활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이수도는 섬 숙박 체험이 활성화되고 있다. 조사한 주요 사

례 마을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주요 사례 마을 특성 종합

유형 시·군 읍·면 마을명

기능 조직 공간

인구

증감

농어업

활동

경제

다각화

귀농

귀촌

사회

활동

마을

조직

외부

조직

주거

환경

공동

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근교

농촌

양평군 서종면
문호4리 ◦ ◦ ◉ ◉ ◦ ◎ ◉ ◦ ⇈

정배1리 ◎ ◎ ◉ ◎ ◦ ◎ ◎ ◦ ⇈

화성시 장안면 석포1리 ◎ ◦ ◎ ◦ ◦ ◦ ◦ ◦ →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 ◦ ◉ ◎ ◎ ◎ ◎ ◦ →

신화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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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유형 시·군 읍·면 마을명

기능 조직 공간

인구

증감

농어업

활동

경제

다각화

귀농

귀촌

사회

활동

마을

조직

외부

조직

주거

환경

공동

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일반

농촌

부여군 초촌면
추양1리 ◉ ◦ ◦ ◎ ◎ ◦ ◦ ◎ ⇊

신암1리 ◎ ◎ ◎ ◦ ◎ ◉ ◦ ◉ ↓

부안군 하서면 청서리 ◉ ◦ ◦ ◦ ◦ ◎ ◦ ◦ ⇊

원격

농촌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 ◦ ◎ ◦ ◎ ◦ ◦ ◦ ↓

송전리 ◦ ◉ ◉ ◉ ◉ ◦ ◎ ◎ ↑

서상면 식송마을 ◦ ◉ ◎ ◦ ◦ ◉ ◎ ◉ ↓

도서

어촌

태안군 안면읍
승언8리 ◦ ◉ ◎ ◉ ◉ ◎ ◎ ◎ ↑

중장5리 ◉ ◉ ◦ ◉ ◉ ◎ ◎ ◉ ⇈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 ◎ ◦ ◦ ◎ ◎ ◎ ◎ →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 ◦ ◎ ◦ ◉ ◦ ◉ ◦ ⇈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 ◉ ◦ ◦ ◦ ◎ ◦ ◦ ⇊

주: 각 조사 결과에 대해 (상◉/ 중◎/ 하◦)로 평가.

     ① 벼농사(어업) 참여 비율: 80% 이상/ 50~80%/ 50% 미만(어업 60% 이상/ 60~40%/ 40% 미만)

     ② 경제다각화활동 참여 비율: 40% 이상/ 20~40%/ 20% 미만

     ③ 귀농·귀촌: 10호 이상/ 5호~10호/ 5호 미만

     ④ 자원봉사, 돌봄,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활동: 활발/ 보통/ 없음

     ⑤ 마을 내 신규조직 활동: 활발/ 보통/ 없음

     ⑥ 마을 외부 조직 활동: 활발/ 보통/ 없음

     ⑦ 슬레이트 지붕 비율: 10% 이하/ 10~30%/ 30% 이상

     ⑧ 마을 내 커뮤니티시설 보유: 권역 단위/ 마을 단위/ 없음

자료: 2~3차년도 사례 마을 조사결과 종합.

2. 사례 마을의 인구, 기능, 조직, 물리적 환경 변화

2.1. 인구 변화

2.1.1. 인구 고령화 심화와 자연 감소의 지속

앞선 제3장의 전국 농어촌 마을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

은 20% 내외이며  다수의 농어촌 마을은 인구 감소 현상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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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의 인구 감소 현상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

고, 향후 어떻게 이어질지 살펴보기 위해, 과거 ‘20년 연구사업’14) 대상 마을의 인

구 변화를 조사하였다. <표 4-4>에서 알 수 있듯이 20년 사업 사례 마을의 2018년 

인구는 1985년에 비해 적게는 3분의1, 많게는 4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이 급감하였고, 60대 이상 인구가 68.6%로 증가

하여 사례 마을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매우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표 4-5>. 

표 4-4  20년 연구사업 마을의 인구 변화(1985~2018년)

단위: 명, %

구분 지역 행정리명 1985년 2000년 2017년 2018년 2018/1985

근교 대전시 서구 증촌마을 224 143 78 84 0.38

중간지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140 71 39 46 0.33

평야지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232 129 85 84 0.36

산간부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182 58 46 46 0.25

자료: 오내원 외(2001)를 참고하고, 2018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재작성함.

표 4-5  20년 연구사업 마을의 연령별 인구 변화(1985~2018년)

단위: 명, %

구분
1985년 2018년 2018/1985

비율인구수(명) 비율(%) 인구수(명) 비율(%)

연령대

0~30대 453 58.2 27 10.6 0.18

40~50대 181 23.3 49 19.2 0.82

60대 이상 144 18.5 179 70.2 3.79

자료: 오내원 외(2001)를 참고하고, 2018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재작성함.

이 지역들은 과거에는 농촌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이촌향도형의 사회적 

감소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고령 주민의 사망에 따른 자연 감소가 주를 이

루고 있다. <표 4-6>에서처럼 지난 10년간 귀농·귀촌 유입에 따른 전입·전출 인구

의 순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마을에서 자연 감소량이 더 우세하였

14) 198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시작한 최양부·오내원의 20년 사업 연구는 충청지역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를 장기간에 걸쳐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지난 3, 4차년도 연구에서 사례 마을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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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추가적인 인구 유인책이 없다고 가정했을 시 사례 마을의 인구는 계속해

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표 4-6  20년 연구사업 마을의 요인별 인구 증감(2009~2018년)

단위: 명

구분 증촌마을 송국2리 야화2리 대양2리 합계

인구 증감(2009~2018년) -4 -6 4 -7 -13

사회적  증감

전입(a) 12 6 12 4 34

전출 (b) 9 1 2 2 14

순증감 (a-b) 3 5 10 2 20

자연적  증감

출생 (c) 1 1 1 0 3

사망 (d) 8 12 7 9 36

순증감 (c-d) -7 -11 -6 -9 -33

자료: 4차년도 이장 면담조사 결과.

사례 마을의 인구 고령화와 감소 현상은 마을 내 가족 유형의 단순화와 독신가

구의 증가 현상으로 이어졌다. 20년 사업의 사례 마을 중 대전시 증촌마을의 가족 

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직계가족이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형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독신 또는 부부, 부부+자녀의 핵가족 형태로 존재한다<표 4-7>. 독신 고령 

가구의 증가는 마을의 활력 감소와 기능 축소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4-7  20년 연구사업 마을(증촌마을)의 가족 유형 변화

단위: 호, %

마을 가족 유형
1985년 1994년 2017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증촌

마을
핵가족

독신 5 8.6 8 16.0 16 38.1

부부 7 12.1 13 26.0 17 40.5

부부+자녀 20 34.5 12 24.0 5 11.9

편부부+자녀 4 6.9 3 6.0 1 2.4

미혼 형제자매 1 1.7 - - -

소계 37 63.8 36 72.0 39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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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가족 유형
1985년 1994년 2017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증촌

마을

직계

가족

(편)부모+부부+자녀 17 29.3 10 20.0 1 2.4

(편)부모+(편)부부+자녀 1 1.7 3 6.0 - -

(편)부부+손자녀 - - - - - -

소계 18 31.0 13 26.0 1 2.4

기타 3 5.2 1 2.0 2 4.8

합계 58 100.0 50 100.0 42 100.0

자료: 정명채 외(1995)를 참조하고, 2017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재작성함. 

2.1.2. 인구 감소 마을과 증가 마을의 분화

이어서 사례 농촌 마을에서의 인구 분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표 4-8>의 사례 

마을의 연도별 인구 변화를 보면, 일반 농촌과 원격 농촌 마을의 인구가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마을은 일반 농

촌 지역 사례 마을인 부여군 추양1리와 부안군 청서리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이 두 마을의 공통된 특징은 농업 위주 경제기반을 유지하고 

있거나 마을 자원이 부족한 전형적인 벼농사 지역이라는 점이다<표 4-9>. 주민 설

문조사 결과, 해당 마을 내 농산물직거래 등의 경제 다각화 활동에 참여하는 가구

도 극히 드물었다. 이 두 마을은 5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

로 고령 원주민 비율이 높아 향후 20년 이후에는 마을 존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예상된다.

표 4-8  농촌 사례 마을의 인구수 변화(2005~2015년)

단위: 명, %

구분 지역 마을명
인구수(명) 연평균

증가율(%)2005년 2010년 2015년

근교

양평군 서종면 문호4리 657 954 1,107 5.4

양평군 서종면 정배1리 265 351 427 4.9

화성시 장안면 석포1리 178 188 186 0.4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431 433 399 -0.8

울주군 언양읍 신화리 294 268 25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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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마을명
인구수(명) 연평균

증가율(%)2005년 2010년 2015년

일반

부여군 초촌면 추양1리 145 136 115 -2.3

부여군 초촌면 신암1리 184 178 166 -1.0

부안군 하서면 청서리 97 87 78 -2.2

원격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82 79 72 -1.3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135 119 145 0.7

함양군 서상면 식송리 138 128 114 -1.9

자료: 각 해당 읍·면 통계자료 참조.

표 4-9  농촌 사례 마을의 농업기반(주요 작물)

단위: %

구분
일반 농촌 원격 농촌

전체
추양1리 신암1리 청서리 월평리 송전리 식송리

주요

재배

작물

(다중응답)

벼농사 92.3 59.0 100.0 16.7 25.0 37.5 53.8

과수 0.0 2.6 0.0 11.1 15.6 50.0 11.0

채소 0.0 28.2 0.0 94.4 59.4 25.0 35.2

축산 3.8 7.7 0.0 5.6 3.1 12.5 5.5

임산물 0.0 5.1 0.0 0.0 21.9 0.0 6.2

특용작물 11.5 28.2 0.0 0.0 18.8 6.3 14.5

자료: 2차년도 사례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재집계.

반대로 인구가 증가하는 사례 마을에는 양평군 서종면 문호4리와 정배1리, 화

성시 장안면 석포리,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가 특징적이다. 근교 농촌의 인구 증가 

요인은 대도시 접근성과 양호한 자연환경을 이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행정리 내에 제조업체가 늘어나 산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로 나뉜다.

이 중에서 문호4리와 정배1리의 경우, 도시 은퇴자와 직장 통근자 등을 위한 전

원주거지로 변모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석포1리는 기존에 형성

된 마을 주변에 제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도·농 혼재지역으로 변모하였다. 단, 행

정리 내의 제조업체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들이 대다수 주변 지역에서 

통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산업활동에 비해 마을 내 인구의 증가는 미미한 형편

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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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농촌 지역인 송전리의 인구 증가는 경제적인 요인이라기보다, 지리산 산

간지역에 입지한 마을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고 귀농·귀촌인들이 이주한 

결과로 파악된다. 최근 송전리에 진입한 귀농·귀촌인들은 기존에 형성된 마을 내

부로 이주하기보다, 마을 외곽 혹은 별도 자연마을에 개발된 전원주택단지에 정

착한 경우가 많았다. 송전리의 본마을인 세동마을은 마을리더 그룹을 중심으로 

마을 내부의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공동체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최근 인

근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과 가치관과 태도가 다소 상이한 점 때문에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1.3. 다양한 양상의 과소화 진행

한편 사례 마을 중에서 다양한 양상의 인구 과소화 실태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앞서 살펴본 수도작 중심 농촌 마을의 과소화 현상이다. 일례로 부안군 청서리의 

경우 격자형으로 발달한 평야지대 간척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청서리는 인

구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화되고, 비농업 경제활동이나 경제다각화 등을 통해 새

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마을활동 전반이 침체되어 있다(성주인 외 

2016).

청서리의 2017년 기준 가구 수는 35세대(75명)로 2005년 이후 도시에서 들어온 

귀농·귀촌가구가 없고, 자연감소로 5가구가 감소하였다. 65세 이상 주민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계농

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68.2%)이 높고, 은퇴 후 영농을 대행하겠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31.8%)로 높게 나타나 신규 인구의 유입 가능성도 희박한 편이다. 더욱이 노

후주택 및 공가 비율이 높아 정주 여건도 열악하다. 대표적인 수도작 중심 마을에

서 나타나는 과소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5) 장안면은 2000년 2010년 사이에 약 286,000㎡의 토지가 공장용지로 전용되었다. 지역 전체의 인

구는 2010~2016년에 1,084명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체 종사자는 6배 이상인 7,167명이 증가하였

다. 이는 주로 제조업 조사자 수의 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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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평야지 사례 마을(청서리)의 주택 분포 현황

자료: 2017년 사례 마을 현장조사 결과.

전체 행정리의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배후 자연마을의 공동화가 심화되는 사례

도 나타난다. <표 4-10>의 사례 마을별 자연마을 현황을 살펴보면,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원격 농촌의 자연마을당 평균 가구 수는 10호 미만으로 자연마을의 과소

화 현상이 뚜렷하다. 이처럼 과거 인구 유출이 심했던 배후 자연마을의 과소화 양

상은 마을의 소멸로도 이어지고 있다. 사례 마을 중에서도 과거에 이미 소멸되었

거나 현재 1~3가구 정도만 남아 있어 향후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마을이 일

부 존재한다. 이런 자연마을들은 본 마을에서 떨어진 지리적 불리함으로 인해 마

을 단위 정비사업에서도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본 마을에 비해 슬레이트 지붕 주

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물리적 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다(성주인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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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농촌 사례 마을의 자연마을 현황

단위: 개, 호

구분 마을명
총 가구 수

(’16년)

자연마을 수

(본 마을 포함)

자연마을당

평균 가구 수

(본 마을 제외)

소멸가능

자연마을 수

(5호 미만)

근교

문호4리 545 5 100 -

정배1리 196 3 50 -

석포1리 107 1 - -

다개리 183 4 14 -

신화리 136 4 17 -

일반

추양1리 43 2 13 -

신암1리 94 7 10 1

청서리 35 1 - -

원격

월평리 45 4 7 1

송전리 95 5 8 1

식송리 53 1 - -

주: 본 마을은 행정리 내 자연마을 중에서 가장 큰 세를 이루고 있는 중심 마을을 의미함.

자료: 2017년 행정조사 및 사례 마을 이장조사 결과.

대도시 근교 농촌 마을이 과소화되는 현상도 일부 발견된다. 화성군 장안면의 

경우 지역 전체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리  단위로 보면 인구가 감소한 

행정리가 오히려 많다. 장안면 행정리 가운데 농업이 강한 21개는 인구가 감소하

였고 공장 입지가 활발한 14개 행정리에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인구가 감소한 지

역은 장안면의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경지가 발달한 곳이다.  독정리, 장

안리, 노진리, 사곡리가 해당한다. 이 마을들은  농업 종사자와 고령자 비율이 다

른 마을보다 높다. 화성군 장안면은 같은 도시 근교 지역임에도 대도시와의 접근

성과 토지이용 제약 등에 의해 인구가 감소하는 농업지역과 인구가 증가하는 농공

혼재지역으로 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울주군 언양읍의 경우 울산광역시 중심부 사이의 동부에 위치한 일부 마을의 인

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대다수의 마을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한 마을은 일반 농촌지역의 특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례 마을인 언양읍 신화리의 경우 언양읍의 서쪽에 위치하는 곳으로 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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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이에 인구가 13.6% 감소하였다. 마을 주민의 50% 이상이 농가이며 주로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일반 농촌마을처럼 고령자 비율도 높다. 언양읍의 다개리 

역시 산지에 형성된 마을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다개리는 해

발 150m에 위치하고 3면이 산지로 둘러싸인 곳으로서 언양읍에서도 가장 먼 거리

에 위치하여 도시 근교 마을보다는 일반 농촌 지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인구가 7.4% 감소하였고 전체 인구의 5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다개리는 도시 근교이면서 산지로 둘러싸인 지리적인 특징 때

문에 축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지역의 쾌적성을 해치

고 대도시 근교 산간지로서의 인구 증가 요인을 감소시키고 있다.

2.2. 기능 변화

2.2.1. 개별 가구 단위 경제활동 기능 강화

사례 마을을 살펴보면, 과거 우세했던 농업 중심의 생산 기능은 전체적으로 축

소되었다. 수도작을 비롯하여 농업 활동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일반 농촌 지역

의 사례 마을들은 여전히 농업에 근간을 둔 경제활동이 마을을 유지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농촌 지역의 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에

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여군의 추양1리와 함양군의 송전리처럼 오랫동

안 공유해온 문화적 정체성이나 혈연과 같은 동질성에 기초하여 공동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마을이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영농 활동이 개별 가구 

단위로 이루어진다.

일반 농촌 마을과는 달리 도서·어촌 마을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마을에서의 생

산 기능이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  도서·어촌은 농촌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어

항과 어촌계의 활동이다. 어항은 도서·어촌 마을의 생산기반 시설이면서 교통의 

결절점이고 생활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어항의 규모와 기반 시설 및 편의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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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마을의 경제활동과 생활여건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의 1차년

도 사례 마을인 전라북도 고창군 동호항의 경우 어항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마을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반면에 4차년도의 사례 마을 중 거제

시의 대신마을과 다대마을은 어항 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크게 변하고 있다.

도서 어촌 마을의 어촌계는 도서·어촌 마을주민의 40%가 가입하고 있을 정도

로 도서·어촌의 경제 활동과 공동체 활동의 중심이다. 농촌 마을에서는 공동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지만 도서·어촌 마을은 공동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한 편인데 

이는 어촌계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사례 마을에서 고창군 동호 마을

처럼 어촌계의 기능이 약해진 경우는 있지만 어촌계 자체가 소멸한 경우는 없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공동경제활동 전통과 최근의 정부 정책이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례 마을 대부분이 어촌계 활동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사업을 유치하고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이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어촌계의 활동은 어업 생산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판매 및 가공 등의 6차산업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3차년

도의 전체 사례 마을의 6차 산업활동 참가율은 10.8%인 데 반해, 어촌 마을은 27%

가 참여하고 있다. 그 참가 방식도 마을 단위의 영농법인, 어촌계 등 공동으로 참가

하는 비율이 전체 사례 마을은 7.2%에 불과한 데 비해 도서·어촌 마을은 18.5%에 

해당한다.

2.2.2. 다양한 형태의 주거 기능 확대

마을이 속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례 마을의 주

거 기능은 기존 주민 이외 여러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

지 형태로 나타난다. 도시 근교의 마을의 경우 직장 통근자의 주거지로 특성화되

기도 하는가 하면, 도시민의 노후 은퇴주거지로 자리 잡아가는 마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특정 계절 혹은 주말에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

는  2지역 거주 현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 4-11>의 사례 지역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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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내 2지역 거주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양평군 서종면과 평창군 미탄면에서 2지

역 거주 가구 비율이 높았다. 실제 이장 면담조사 결과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상

회하는 이주민들이 마을에 정착하지 않고 타 지역을 오가면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16) 2차년도에 있었던 주민 설문조사 결과, 2지역 가구의 절반 이상이 타 

시·군 지역(59.5%)에 별도의 거처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읍소재지(23.8%)

에도 별도 거처를 둔 사례도 많이 발견되었다. 

표 4-11  사례 지역 행정리 내 2지역 거주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거주 지역
전체

(n=70)양평군 서종면

(n=18)

부여군 초촌면

(n=21)

함양군 휴천면

(n=20)

평창군 미탄면

(n=11)

2지역

거주 가구

1~2호 0.0 28.6 25.0 18.2 18.6

3~5호 5.6 23.8 20.0 27.3 18.6

6~10호 0.0 0.0 10.0 36.4 8.6

11호 이상 33.3 0.0 5.0 0.0 10.0

모름/무응답 61.1 47.6 40.0 18.2 44.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차년도 이장 설문조사(n=70) 결과.

같은 맥락에서 읍소재지 주민 가운데 지역 내 배후 마을에서 이주한 주민 비율도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에 나타나듯이 같은 시·군 내에서

도 배후 마을보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읍소재지로의 인구이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어지는 <표 4-13>에서처럼 읍소재지 거주 주민 가운데 군 내 다른 

면 지역으로 농업활동을 하러 출퇴근하는 주민이 13.5%를 차지하고 있다. 즉, 농촌 

내에서도 인구 고령화와 배후 마을의 정주 기능이 약화되면서 병원 등의 서비스 이

용이 용이한 상위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6) 설문 시점에 타 지역에 체류 중인 사람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보다 그 수가 적게 보고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평군 서종면 이장 집단인터뷰 결과, 실제로는 주민들의 20% 내외가 2지

역 거주자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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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사례 지역의 읍소재지 주민 구성

단위: %

응답자  구분
거주 지역

전체
언양읍 부여읍 함양읍

계속 거주 46.3 62.9 62.1 57.3

도시에서 이주(고향 아님) 39.5 13.5 15.0 22.4

도시에서 이주(고향) 3.5 9.9 9.6 7.7

지역 내 배후마을에서 이주 9.0 9.9 6.9 8.6

다른 농촌에서 이주 1.8 3.8 6.4 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2차년도 읍소재지 주민(1,602명) 설문조사 결과.

표 4-13  읍소재지 거주 농림업 종사자의 농업활동 현황

단위: %

구분 언양읍 부여읍 함양읍 전체

농경지 소재

지역

경작지 없음 1.7 6.4 13.8 9.6

읍(거주지) 주변 83.1 75.2 74.5 76.1

같은 군의 다른 면지역 13.6 18.3 10.6 13.5

다른 시/군 지역 1.7 0.0 0.5 0.6

모름/ 무응답 0.0 0.0 0.5 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주: 농업인 응답 결과 집계.

자료: 2차년도 읍소재지 주민(1,602명) 설문조사 결과.

2.2.3. 농어촌 마을의 소비 공간화 진행

농어촌 마을이 도시민의 소비 공간으로 변화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접

근성이 좋고 자연환경이 수려한 근교 농촌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사례 지역 중 양

평군 서종면은 농업 기능이 감소하는 반면,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과 소비 활동

이 활성화되어 기업형 카페 등을 비롯하여 요식업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종

면에 소재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고객 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말 방문

객의 다수는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표 4-14>. 따라서 

면소재지 기능이 강화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외부 방문을 통한 관광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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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양평군 서종면 소매업소 이용객 특성

구분 고객 특성

소매점A (생필품)

(월~목) 주민:외부=60%:40%

(금~일) 주민:외부=30%:70%

외부 방문객이 양수리, 용문 가는 길에 들리고, 금요일 오후부터 펜션 손님들 옴.

소매점B (생필품)
(월~목) 주민:외부=80%:20%

(금~일) 주민:외부=30%:70%

소매점C (과일)
(상시) 주민:외부=20%:80%

외부고객들이 차타고 지나가다가 가게가 보이면 사감. 주민들은 마트 이용.

요식업소 (고급한식)

(월~목) 주민:외부=40%:60%

(금~일) 주민:외부=20%:80%

지역 주민들은 거의 오지 않고, 고객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차량으로 방문. 

요식업소 (햄버거)
외부고객과 주민의 구별이 잘 안 되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평일에는 주민 위주이고 주

말에는 외부방문객이 오는 것으로 보임.

자료: 서종면 소재지의 주요 소매업소 면담 결과 정리(성주인 외 2018).

농어촌의 소비 공간화는 도서·어촌 마을에서도 두드러진다. 도서·어촌 사례 마

을 대부분에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접근성 변화와 마을개발사업에 크

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거제시의 산달도 마을의 경우 2018년 연륙이 됨에 따

라 방문객이 연륙되기 전보다 약 5배 정도 증가하였다. 안면도에 위치한 대야도 

마을은 정부의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지정되어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등 관광기반

이 조성됨에 따라 외지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도서·어촌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원격 농촌 사례마을인 함양군 휴천면과 서상면

은 일반 농촌 마을에 비해 수려한 자연환경을 살려 관광 등의 경제활동이 활발함

에 따라 외지인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2.2.4. 면 단위 소생활권 중심지 기능 유지

과거 농어촌 마을은 읍·면 단위, 초등학교 통학권 등 농촌생활권을 구성하는 기

본 정주 단위로서 그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마

을의 정주 기능이 약화되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주민들의 이동성이 향상

되는 가운데, 농어촌 마을은 기존의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정주공동체의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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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고 농촌 생활권 차원의 중심지와 배후지로 역할이 재구성되었다. 20~30년 

전과 비교해서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권을 살펴보면, 기초 생활서비스 이용권은 근

린중심지로 축소되고, 고차 서비스에 대해서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4-15>

의 주요 서비스별 이용 장소를 공간 단위별로 점수화(1:마을 ↔ 5:타 지역)해서 평

균값을 비교한 결과, 저차 서비스와 고차 서비스 간 상이한 변화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4-15  주요 서비스별 이용 장소 변화 상황

단위: 점

구분

거주 지역
전체

(n=70)양평군 서종면

(n=18)

부여군 초촌면

(n=21)

함양군 휴천면

(n=20)

평창군 미탄면

(n=11)

생필품

과거 2.43 4.25 2.43 1.90 3.04 

현재 2.40 2.86 2.67 2.45 2.63 

증감량 -0.03 -1.39 0.24 0.55 -0.41

편의시설

과거 3.31 4.50 2.67 1.88 3.49 

현재 3.00 4.33 2.93 2.11 3.31 

증감량 -0.31 -0.17 0.26 0.23 -0.18

가구·가전

과거 4.42 4.50 3.00 2.75 3.98 

현재 4.50 4.62 3.31 3.90 4.18 

증감량 0.08 0.12 0.31 1.15 0.20 

여가·문화

과거 3.82 4.39 2.17 2.00 3.56 

현재 3.00 3.75 2.54 2.88 3.14 

증감량 -0.82 -0.64 0.37 0.88 -0.42

간단한 진료

과거 3.55 3.42 2.67 2.44 3.16 

현재 2.94 2.81 2.80 2.91 2.86 

증감량 -0.61 -0.61 0.13 0.47 -0.30

전문적 진료

과거 4.67 4.90 3.83 4.44 4.62 

현재 4.88 4.90 4.15 4.80 4.72 

증감량 0.21 0.00 0.32 0.36 0.10 

주: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점수화(1: 마을, 2: 면 내. 3: 군청 소재지, 4: 군 내 타 읍·면, 5: 타 

지역)하여 분석함. 

자료: 4차년도 이장 조사(n=70) 결과.

기초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면 단위 소생활권의 구심력이 강화되고 있다. <표 

4-16>에 나타나듯이 과거와 비교해서 주민들의 면소재지 방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면소재지 기능이 약한 휴천면을 제외한 지역에서 면소재지 방문 빈도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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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응답보다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모두 높았다.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주민

들이 주로 일하는 장소는 대부분 거주하는 마을 혹은 거주하는 면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표 4-17>. 이러한 경향을 종합해 보면,  마을 단위의 정주공동성이 쇠퇴

한 상황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기초서비스 이용 및 경제활동 기회 참여, 사회적 친

교 등의 기본적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도달해야 할 이동 범위가 면 단

위 기초생활권에서 형성되고 있다.

표 4-16  20년 전 대비 각급 중심지별 방문 빈도 변화

단위: 점

구분

거주 지역
전체

(n=567)양평군 서종면

(n=150)

부여군 초촌면

(n=136)

함양군 휴천면

(n=134)

평창군 미탄면

(n=147)

20년 전 

대비

면소재지

방문 횟수

크게 줄었다 0.0 6.4 12.3 1.8 4.7

줄었다 2.7 18.4 15.1 10.9 11.2

비슷하다 52.0 36.0 55.7 60.9 50.7

늘었다 37.3 30.4 12.3 13.6 24.8

크게 늘었다 8.0 8.8 4.7 11.8 8.4

모름/무응답 0.0 0.0 0.0 0.9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차년도 주민설문조사 결과.

표 4-17  주민들이 일하는 장소(농업인, 비농업인)

단위: 점

구분

거주 지역
전체

(n=217)양평군 서종면

(n=32)

부여군 초촌면

(n=60)

함양군 휴천면

(n=86)

평창군 미탄면

(n=39)

농업인

마을 및 주변 71.9 63.3 98.8 64.1 78.8

거주하는 면 내 28.1 35.0 1.2 35.9 20.7

같은 시·군 0.0 0.0 0.0 0.0 0.0

다른 지역 0.0 1.7 0.0 0.0 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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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거주 지역
전체

(n=217)양평군 서종면

(n=32)

부여군 초촌면

(n=60)

함양군 휴천면

(n=86)

평창군 미탄면

(n=39)

비농업인

마을 및 주변 5.8 8.3 33.3 8.7 9.6

거주하는 면 내 78.3 83.3 6.7 81.2 74.0

같은 시·군 13.0 8.3 40.0 5.8 11.9

다른 지역 2.9 0.0 20.0 4.3 4.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4차년도 주민설문조사 결과.

2.3. 공동체 활동 및 조직 변화

2.3.1. 귀농·귀촌인 등 공동체활동 주체의 다양화

주민 유형에 따라 마을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양상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농

어촌 마을의 새로운 활동 주체로 귀농인이 마을조직에 활발히 참여하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원주민과 귀농인, 귀촌인별로 참여하는 마을 사회·경제활

동이 구별되는 경향이 있다.

<표 4-18>의 주민 유형별 마을 경제·사회조직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귀농인은 

사회 및 경제조직에서 모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소득·경제 분야의 조직활

동에 적극 참여하는 양상이다. 귀농인들은 청년회, 마을사업추진위원회, 봉사조

직 등의 사회조직과 작목반, 마을기업, 농협, 생협 등 적극적 활동이 필요한 경제

조직에서 참여율이 높다.

한편, 귀촌인들은 대체적으로 마을조직에 참여하는 경우가 저조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 교육·문화·봉사 등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예로 서종면으로 이주해온 귀촌인들은 서종면 소재지를 무대로 다양한 친교, 

봉사 모임에 참여하는 가운데,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 서종행복돌봄추진단 등 

지역의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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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주민 유형별 마을 경제·사회조직 참여 현황

단위: %

구분
주민 유형 구분

합계
귀농 귀촌 원주민

마을 경제조직

참여 현황

작목반(어촌계) 52.6 9.7 24.1 22.8

산림계 0.0 1.4 1.7 1.6

영농조합법인/회사법인 0.0 5.6 3.8 3.9

마을기업/공동체회사 21.1 2.8 3.8 4.5

지역농협 36.8 6.9 23.7 21.2

협동조합 26.3 9.7 15.5 14.9

생협 31.6 2.8 7.6 7.9

사회적기업 5.3 0.0 0.7 0.8

기타 5.3 0.0 1.0 1.0

참여 않음/ 무응답 26.3 79.2 48.8 53.4

마을 사회조직

참여 현황

노인회 5.3 25.0 39.5 35.1

청년회 31.6 6.9 9.3 9.9

부녀회 15.8 16.7 26.1 23.8

새마을회 10.5 0.0 2.1 2.1

마을계 10.5 2.8 3.4 3.7

마을봉사조직 15.8 6.9 6.9 7.3

마을사업추진위원회 21.1 5.6 5.8 6.5

기타 0.0 6.9 1.7 2.6

참여 않음/ 무응답 31.6 47.2 29.9 33.2

주 1) 주민 대상(n=382) 대상 분석 결과.

    2) 복수 응답으로 전체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자료: 2차년도 주민설문조사 결과 재집계.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농어촌 마을에서 주민 구성이 다변화되면서 하나의 

지역사회 내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구성원이 혼재되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

다. 마을의 경험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민들이 서로 공

동의 관심사와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도 있고,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마을조

직 참여에 차질을 빚거나 활동이 침체되는 경우도 있다.

서종면의 정배1리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정배1리 토박이 주민들은 정배분

교가 폐교 위기에 놓이자, 학교살리기 활동을 추진하면서 귀촌인들의 마을 내 이

주와 정착을 장려했다. 이후 정배초등학교가 자연생태체험, 문화·예술 특성화 교

육을 수행하면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젊은 귀촌 가정이 대거 이주하여 현재 마을

주민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부모 모임을 중심으로 마을 귀촌인들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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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성화되었으며, 토박이 주민과 귀촌인 간의 사회적 교류와 친교 활동도 원활

히 진행되고 있다.

반대로 서종면 문호4리에서 활발히 추진되었던 리버마켓 사업의 경우는 사업 

추진 주체와 마을 주민 간에 갈등이 점차 증폭된 사례이다. 애초 사업이 출발할 때

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와 공방을 참여의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마을 주

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게다가 마켓이 활성화되고 방문객이 증가하

면서 교통 체증 및 소란, 쓰레기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수도권 지역 근교 농촌 지역에 속하는 울주군 다개리 또한 후자에 해당한다. 

최근 10년 동안 마을에 신규로 건축된 한우 축사가 증가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

기 위해 이주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통근하는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 그 결과 축사

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인해 기존 거주민들과 축산 종사자 사이의 갈등이 증

가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다개리의 마을공동활동은 참여도가 높은 일

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과거보다 침체되었다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17)

2.3.2. 경제활동 중심의 조직 활성화

사례 마을에서 최근 활성화되는 기존 조직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관련 경제

조직이 대부분이다. 반면 농어촌 마을에서 노인회, 부녀회 등을 제외한 전통적 마

을 조직들은 대부분 약화되었다. <표 4-19>의 읍·면별 활성화되는 경제·사회 조직

을 살펴보면, ‘최근 활성화되는 조직이 없음 혹은 무응답’의 비율이 가장 다수를 차

지했다. 마을 내 전반적인 조직 활동이 침체된 것이다.

17) 성주인 외(2016)에서 수행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다개리 주민들의 마을공동활동 참여 수준은 매우 

활발하다는 의견이 45.5%(10명)이지만, 저조하다는 의견도 31.8%(7명)를 차지했다. 또한 마을

공동활동의 참여 수준이 과거보다 침체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6%(14명)로 대다수를 차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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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읍·면별 마을 경제·사회조직 활성화 현황

단위: %

구분
읍·면 구분

합계
서종면 초촌면 휴천면 미탄면

최근 활성화되는 

마을 경제조직

없음/무응답 72.2 57.1 55.0 54.5 60.0

마을금고 0.0 4.8 0.0 0.0 1.4

새마을영농회 0.0 4.8 0.0 9.1 2.9

작목반 5.6 19.0 20.0 18.2 15.7

영농조합법인 5.6 14.3 25.0 45.5 20.0

농업회사법인 0.0 4.8 10.0 0.0 4.3

마을기업/ 공동체회사 5.6 9.5 0.0 27.3 8.6

협동조합 (농수협 제외) 11.1 9.5 10.0 0.0 8.6

들녘경영체 0.0 0.0 5.0 0.0 1.4

기타 5.6 0.0 0.0 0.0 1.4

최근 활성화되는 

마을 사회조직

없음/무응답 11.1 57.1 50.0 45.5 41.4

마을회 22.2 23.8 15.0 27.3 21.4

노인회 55.6 28.6 35.0 27.3 37.1

청년회 5.6 0.0 5.0 9.1 4.3

부녀회 22.2 14.3 10.0 9.1 14.3

새마을회 27.8 0.0 0.0 0.0 7.1

친목계/ 놀이계 5.6 0.0 0.0 0.0 1.4

동호회(취미여가활동) 22.2 4.8 5.0 0.0 8.6

개발위원회, 마을사업조직 27.8 0.0 0.0 45.5 14.3

귀농·귀촌조직 0.0 0.0 10.0 0.0 2.9

주: 행정리 이장(n=87) 대상 분석 결과. 복수 응답으로 전체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자료: 4차년도 이장조사 결과 재집계.

일부 사례 마을에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존 마을조직은 마을 전체의 집합

적 활동보다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조직 활동이 

지배적이다. 마을 사회조직의 경우도 마을회, 노인회 등 기존 마을조직 외에, 마을

에서 취미·여가활동을 수행하는 동호회활동이 중요한 조직활동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 밖에도 정부지원 사업의 영향으로 개발위원회 등 마을사업 조직이 최근 활

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서·어촌 마을의 전통적인 경제조직인 어촌계는 전체 사례 마을 주민의 

약 40%가 가입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마을 변화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어촌

계에 가입한 주민의 비율은 원주민이나 이주민이나 비슷하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

에 따라 마을 변화의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 4-20>의 어촌계 가입 여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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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활동 중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어촌계원이 비어촌계원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마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촌계가 도서·어촌 

마을의 중심 조직으로 마을 변화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세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주인 외 2016).

표 4-20  어촌계원의 마을 활동 참여도

단위: %

구분

어촌계 구분
전체

(n=158)어촌계원

(n=63)

비어촌계원

(n=95)

마을활동 종류

관광, 애경사 등 친목모임 60.3 50.5 54.4

청소, 쓰레기 수거 공동작업 61.9 47.4 53.2

도로, 농수로 등 시설관리 30.2 22.1 25.3

두레, 품앗이 등 공동경작 15.9 13.7 14.6

가공, 체험관광 등 마을사업 15.9 11.6 13.3

마을조직 참여 55.6 41.1 46.8

마을 총회 등 회의 참여 63.5 47.4 53.8

독서, 풍물 등 동아리활동 17.5 9.5 12.7

주: 각 활동에 ‘매번 참여함’으로 응답한 비율.

자료: 2차년도 사례 마을 주민 설문조사 결과.

2.3.3. 상호 부조형 공동체 기능 축소

마을 거주민의 인적 구성이 다양하게 변모하고 출신 배경이 상이해지면서, 과

거 자족적인 정주 공동체로 유지되어 오던 마을의 공간적인 경계가 점차 불명확해

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마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과 교류는 보다 활발

해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마을 주민으로 인식되어온 구성원의 정체성과 경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

<표 4-21>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 마을에서 소멸한 사회조직으로 상조계와 혼

사 관련 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었다. 전통적인 상호 부조형 마을 조직이 주

로 감소한 데에는 인구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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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마을에서 소멸한 사회조직

구분 응답 비율(%)

마을에서

소멸한

사회조직

노인회 1.9

청년회 28.3

새마을회 22.6

농민회 24.5

상조계 43.4

혼사 관련 계 43.4

친목계/ 놀이계 26.4

동호회(취미여가활동) 11.3

개발위원회, 마을사업조직 3.8

귀농·귀촌조직 5.7

기타 5.7

주: n=115

자료: 4차년도 이장조사 결과 재집계.

<표 4-22>의 마을의 공동체 활동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활동

을 응답한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동작업, 공동 애경사, 친목모임, 

정기적 회의 등 제외하고는 모두 10% 미만으로 응답했다. 극히 일부 마을을 제외

하고 대부분 마을에서 자조적 복지 기능은 축소되고 있다.

사례 마을 가운데 현재까지 자조적 복지 기능이 유지되는 곳은 함양군 송전리

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마을 노인회와 청년회가 주도하여 마을 소유 경작지와 주

변 휴경지를 공동경작지로 활용하여 독거노인 지원, 농한기 마을 공동식사, 마을

조직 예산 지원 등 마을 돌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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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마을의 공동체 활동 현황

단위: %

구분 수행 중 과거보다 침체 최근 활성화

마을의

공동체활동

없음/ 무응답 22.4 39.5 53.3

마을 공동 애경사 58.6 7.9 13.8

마을 공동 작업 54.6 7.2 17.8

도로 농수로 공동 관리 27.6 15.1 6.6

두레 품앗이 농작업 27.6 34.2 5.3

관광 등 마을친목 모임 50.0 8.6 16.4

마을 단위 도·농교류 9.2 10.5 2.0

정부지원 마을 사업 28.9 8.6 6.6

정기적 주민회의 57.2 0.7 14.5

풍물 등 여가문화 활동 9.2 16.4 3.3

취약계층 지원 등 봉사활동 11.8 13.2 3.9

기타 3.3 0.7 2.0

자료: 1차년도 이장조사 결과 재집계.

2.3.4. 가치 기반 공동체활동 부상

최근 소득 및 복지, 문화, 교육 등 마을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거나 새로운 가

치에 기반한 조직 활동이 일부 사례 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농촌 조직이 

활성화된 사례 마을은 다음 <표 4-23>과 같은 특성이 있다. 기존 마을조직이 유

지·운영되던 신화리와 추양1리, 중장5리, 백미리의 경우, 마을의 문제에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하여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근교 

농촌 지역인 문호4리의 경우, 최근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이 새로운 농촌조직의 활

동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낙후된 마을인 정배1리, 송전리, 

신암1리의 경우, 마을 주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기 학교살리기, 마을기업 

운영, 친환경농업 육성 등 자구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어촌 마을에 거주하는 초고령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이 중시되면서, 기존에 국가 혹은 시장 영역에서 전달되지 

못하는 커뮤니티 차원의 자조적 돌봄 방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으

로 농어촌 공동체에서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해온 농업의 사회적 기능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송전리 세동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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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유무형 자산의 보전과 계승과 같은 마을 기능이 새롭게 창출되거나 

유지되고 있다. 백미리 어촌계는 해안의 갯벌과 공동어장 등 공동자원과 경관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전통어로방식인 사두질18) 등과 

같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추양1리는 전주 이씨 집성촌으로 청년회와 두레풍장보존회가 주도하여 세시풍

속 및 종중자산 보전, 두레풍장 등 농경유산 전승 및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 지원 사업으로 건립된 고추골 솔바람체험관, 두레풍장전시관을 마을유산 전

승 및 체험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표 4-23  사례 마을 신규 조직의 특성

구분 주요 마을 활동 활동 조직 및 주체 조직 형성 계기 활동 범위

근교

문호4리 리버마켓 운영
문화기획가 출신 

귀촌인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 

및 판매 공간 마련

마을을 벗어나 리버

마켓 판매자 중심의 

운영조직 별도 추진

정배1리

초등학교 살리기, 

자연생태체험 및 문화·

예술 특성화 교육

학부모 모임과 마을 

주민 동문회 협력

마을 주민들의 폐교 위기의 

학교 살리기 노력

인근 마을을 포함한 

초등학교 통학권

신화리 우렁이 쌀 친환경농업
카톨릭농민회 

쌀작목반

카톨릭 교우촌으로, 카톨릭

농민회와 연대하여 2000년대 

초반 친환경 쌀작목반 조직

개별 마을 범위

원격 송전리

식품생산, 공동판매장, 

마을축제, 민박 운영

공동경작지 수익을 활

용한 마을 돌봄 활동

마을 리더 주도의 

마을기업

낙후된 마을의 리더들이 

행정지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마을공동시설 및 추진조직 

구성 등 자구적 노력 추진

개별 (자연)마을 범위

일반

신암1리
친환경농업 및 식품

가공: 벼, 딸기, 멜론 등

신암공동체 및 

소부리 영농조합

농업기반이 열악한 중산간 

마을에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시도

마을 범위에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

추양1리
마을숲, 두레풍장 등 

전통유산 보전 및 체험

마을 청년회 및 

노인회

두레풍장 보존회

문중 중심 마을공동체 차원

에서 전통유산 보전 노력

마을(집성촌) 범위 / 

출향 문중조직 참여

18) 서해안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전통어로방식으로, 그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밀물 때 갯골을 따라 들어

오는 새우, 물고기 등을 뜰채로 포획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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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주요 마을 활동 활동 조직 및 주체 조직 형성 계기 활동 범위

어촌

중장5리
어패류 양식·판매 및 

어촌 체험
어촌계 및 마을기업

어패류 양식 기반 조성을 

통한 소득 기반 확충 노력
어촌계 단위

백미리
공동어장 관리 및 식품 

생산, 어촌 체험

어촌계 및 영어조합 

경영체

어촌계 주도로 식품 생산, 

체험 사업을 위한 경영체 운영
어촌계 단위

자료: 2차년도 연구 결과 재정리.

2.3.5.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한 공동체 조직 형성

사례 마을 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매개로 사업 추진 조직이 만들어지는 사례

도 흔히 나타난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공동체 단위 조직이 정책 지원 대상이지

만, 이런 조직은 대체로 소수 주체들이 주도하고, 일반 주민의 역할은 형식적이거

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주민들

의 사업 추진 역량이 부족한 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사업 추진 방향과 모델에 대한 

합의 형성 혹은 갈등 조정 절차가 미비하여 마을 주민 전반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 간의 이견을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해결하면서 마을사업에 대한 

신뢰와 참여의 폭을 확장하는 사례로 송전리 세동마을을 들 수 있다. 마을 리더들

은 2000년대 중반, 산촌생태마을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과거 소유관계

가 복잡했던 마을 앞 토지를 마을 소유지로 전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동생산시

설과 신규 작목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원 사업

을 활용하여 창설된 마을경영체를 적극 활용해 마을 고령화와 교육여건 악화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마을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해오고 있다.

표 4-24  함양군 송전리의 정부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 기간 관련 기관 지원 예산 사업 내용

산촌생태마을사업 2005~2007 산림청 14억 원
- 시설부지 조성
- 체험 및 숙박시설 설치
- 생산기반 확충(고로쇠 단지)

녹색농촌체험마을 2009 농식품부 2억 원
- 숙박시설 설치(1개소)
- 찜질방 운영
- 영농조합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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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업명 사업 기간 관련 기관 지원 예산 사업 내용

농촌문화관광마을 2010
지리산권관광
개발조합

10억 원 - 마을펜션 설치(3개소)

마을기업 2013 행자부 8천만 원 - 가공시설 설치(오미자 양파즙 등)

장수마을 사업 2015~2017 농촌진흥청 1억 5천만 원
- CCTV, 안마의자 설치
- 메주공장 설치
- 정자 보수

문화우물 사업 2017
경남문화예술
진흥원

5백만 원 - 동아리 활동 지원

자료: 성주인 외(2016: 67) 재구성.

2.3.6. 공동체 활동의 공간범위 확대

농어촌 지역의 불리한 접근성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여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개별 마을 차원의 자구적 노력을 넘어서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적 실천이 주목받고 

있다.  마을을 벗어나, 복수 마을 혹은 읍·면 단위로 광역화된 지역사회 조직이 형

성되면서, 개별 마을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활동의 거점으로 부상하기도 

한다. 이들은 점차 퇴조하고 있는 마을의 커뮤니티 기능을 대체하여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등 돌봄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표 4-25  주민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지역사회 활동

단위: %

구분 양평군 서종면 부여군 초촌면 함양군 휴천면 평창군 미탄면

노인회, 부녀회 등 읍·면 단위 조직 활동 45.3 71.3 84.3 49.7

농민회, 한농연 등 농민단체 활동 7.3 6.6 4.5 6.1

자율방범대, 봉사단체 등 자원봉사 활동 18.7 2.2 18.7 9.5

산악회, 조기축구회 등 취미여가 활동 32.0 2.2 2.2 5.4

마을만들기 등 지역사회 가꾸기 활동 4.0 0.0 9.7 8.2

환경 및 자연보전 활동 0.0 0.0 1.5 3.4

기타 0.0 0.0 0.0 2.0

없음 10.0 24.3 11.9 31.3

주: 복수응답.
자료: 4차년도 주민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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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대도시 근교 지역일수록 주민 다변화에 따

라 동호회, 여가·문화활동 조직들이 활성화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일례로 서종면

의 경우 서종디자인운동본부와 서종행복돌봄추진단 등 귀촌인 출신들이 활발하

게 활동하면서 서종면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친교와 교류, 활동을 매개하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서종디자인운동본부는 은퇴한 전문직 종사자, 교수 

등 귀촌인들과 토박이 원주민이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종면 

소재지를 비롯한 지역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평창군 미탄면의 경우, 마하리에서 활성화된 공동체활동의 경험이 미탄면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 사례이다. 미탄주민주식회사는 미탄면 번영회가 주축이 되

어 2012년 창설된 이래로, 지역 주민 340여 명이 출자하여 백룡동굴 탐방센터, 민

물고기 생태관, 평창환경센터(쓰레기 매립·소각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 

5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회사는 마을사업 컨설팅, 동굴해설사, 플라이낚시 체험

지도사, 아라리 해설사 등의 주민 훈련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다방면의 경제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면 단위 중간지

원조직인 미탄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마을 협력 사업과 역량 교육, 정부사업 지

원 역할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2.4. 물리적 환경 변화

2.4.1. 마을 내 주거환경의 격차 심화

사례 마을의 주거 여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마을 주민의 고령화가 심화되

면서 마을 내 공폐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 마을이 속한 면 지역에서 마을 

당 공폐가는 평균 2~5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특히 일반 및 원격 농촌 

지역에 속한 마을들에서 전체 가구 대비 공폐가 비율이 높다.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공폐가 수가 현재보다 많으므로 향후 사례 마을에서 빈집 문제는 현재보

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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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사례 지역의 공폐가 현황

단위: 호, %

구분
근교 농촌 일반 농촌 원격 농촌

서종면 장안면 초촌면 하서면 서상면 휴천면

마을당 공폐가 수(호)
현재 2.4 3.3 2.9 4.3 3.7 4.0

향후 발생 예상 2.7 8.2 6.8 6.5 6.1 4.6

전체 가구 대비 공폐가 비율(%) 1.2 4.6 7.1 12.1 12.4 9.8

자료: 1차년도 이장조사 결과(성주인 외 2015) 재집계.

특정 행정리 내에서도 자연마을별로 주거 여건에 따라 공폐가가 발생하는 추이

에 차이가 있다. 함양군 휴천면 월평1리의 경우, 본 마을인 월평마을은 과거 1970

년대 이전에 지어진 한옥형 농촌주택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마을이 과소화

되고 초고령화되면서, 상당수 주택이 공폐가로 남아 있다.19) 월평마을은 고령 독

거가구의 비율이 높아 향후 공폐가로 전환될 주택이 절반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

면, 자연마을인 사구실 마을은 본 마을 보다 읍소재지까지 이동하기 용이하여 최

근 귀농·귀촌인 혹은 2지역 거주민이 정착하고 있으며, 신축되는 주택 또한 늘고 

있다<표 4-27>. 하지만 귀농·귀촌 수요가 많은 사구실마을에서도 공폐가가 새로

운 정착민의 주택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형편이다.

표 4-27  사례 마을(월평리)의 주택 현황

단위: 호, %

구분 전체 주택 수 공폐가 수

거주 주택 수

총 거주 주택 수
노후 주택 수

(1989년 이전)

신규 주택 수

(2010년 이후)

월평마을
28

(100.0)

12

(42.9)

16

(57.1)

12

(75.0)

1

(6.3)

사구실마을
18

(100.0)

6

(33.3)

12

(66.7)

3

(25.0)

6

(50.0)

합계
46

(100.0)

18

(39.1)

28

(60.9)

15

(53.6)

7

(25.0)

자료: 정문수 외(2018).

19) 월평마을 주택은 총 28채로 공가 6채, 폐가 6채가 있어, 전체 주택의 42.9%가 공폐가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사구실 마을 주택 총 18채 중 공폐가는 6채(33.3%)이다(정문수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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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휴천면 월평리 자연마을별 주택 필지 현황

<월평리 월평마을> <월평리 사구실마을>

자료: 정문수 외(2018).

2.4.2. 근교 농촌 마을의 경관과 어메니티 악화

근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주거지와 공장 입지가 확산되는 

가운데, 마을의 정주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그림 4-3>에 나타나듯

이 서종면 일원의 마을들의 경우, 최근 대거 정착한 귀촌인들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거지가 마을 주변의 임야를 잠식하면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장안면 

석포1리는 과거 농업 위주의 경제활동이  우세한 마을이었으나, 마을 주면의 농지

가 공장지대로 전용되어 제조업체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농공혼재지역으로 급격

하게 변모했다<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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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양평군 서종면의 수능리 전원주택 단지로의 변화(2017~2019년)

<2017년> <2019년>

그림 4-4  화성시 석포리 토지이용 변화(2008~2016년)

<2008년> <2016년>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촌 마을과 주변 경관의 변화는 주민의 정주 여

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에서처럼 도·농혼재지

역으로 변모한 화성시 장안면과 부여군 초촌면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마을의 

정주 여건에서 농촌다운 환경이 훼손되는 문제를 불편한 점으로 많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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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마을 정주 여건 중 불편한 점

단위: %

구분

거주지

합계양평군 

서종면

화성시 

장안면

부여군 

초촌면

부안군 

하서면

함양군 

휴천면

함양군 

서상면

편의시설, 생활서비스 열악 28.7 34.4 31.2 34.7 43.4 53.0 35.8

자녀 교육 여건 열악 14.9 21.3 19.2 21.0 15.0 18.1 18.3

일자리, 소득기회 부족 23.8 19.4 19.2 37.7 27.4 12.0 24.4

농촌다운 환경 훼손 7.7 23.1 20.8 3.6 5.3 6.0 11.3

이웃들과 어울리기 어려움 12.7 3.1 3.2 4.2 4.4 1.2 5.4

생활비 부족 22.7 20.0 29.6 26.9 28.3 28.9 25.5

교통 불편 18.8 18.1 11.2 7.8 8.8 12.0 13.3

문화서비스 이용 어려움 4.4 4.4 1.6 1.2 3.5 6.0 3.4

병원, 의료시설 이용 불편 5.0 3.1 3.2 5.4 10.6 8.4 5.5

기타 3.9 3.1 3.2 1.8 1.8 1.2 2.7

주: 복수응답.

자료: 1차년도 주민설문조사 결과(성주인 외 2015) 재집계.

2.4.3. 마을과 분리된 신규 주거 입지 확산

농어촌 마을이 도시민 정주 및 소비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는 근교 농

촌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환경과 경관이 수려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원격 농촌 지역과 도서·어촌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농촌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더라도 기존 마을의 물리적 정주환경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표 4-29>와 <그림 4-5>에 나타나듯이 최근 정착한 이주민들

은 주거지로 마을 내 입지한 주택보다 마을과 떨어진 독립 가옥을 선호하는 경향

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가가 저렴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원격 농촌 지역에서 빈

번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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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이주민의 거주기간별 주거지 위치

단위: 명, %

구분
마을 거주 기간

전체
5년 이하 10년 이하 20년 이하 20년 초과

주거지 위치

기존 마을 내 주택
26 62 72 106 266

(70.3) (82.7) (79.1) (87.6) (82.1)

마을과 떨어진 독립 가옥
7 8 12 12 39

(18.9) (10.7) (13.2) (9.9) (12.0)

전원주택단지
3 3 5 0 11

(8.1) (4.0) (5.5) (0.0) (3.4)

기타
1 2 2 3 8

(2.7) (2.7) (2.2) (2.5) (2.5)

전체
37 75 91 121 324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차년도 주민설문조사 결과(성주인 외 2015) 재집계.

그림 4-5  사례 지역 이주민의 독립 가옥 입지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송대마을> <평창군 미탄면 회동2리>

자료: 연구진 작성.

사례 마을 중에서 외지인의 유입으로 마을 전체가 소멸한 사례는 없었다. 오히

려 주민 공동화가 더욱 진행된 마을일수록 귀촌인의 전용 주거지로 전환되는 과정

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사례 마을인 함양군 송전리 모전마을은 과소화되던 배후 

자연마을이었으나, 최근 도시민 전원주택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애초 모전마

을은 지리산의 주요 관광자원 중 하나인 용유담 계곡 옆에 입지하여 경관은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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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주민이 유출되면서 공폐가가 늘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도시 출신의 청

년 사업가가 전원주택지 및 펜션단지로 개발하면서 귀촌인 주거지로 변화하였다.

그림 4-6  도시민 전원주택지로 변모하는 송전리 모전마을

자료: 연구진 직접 촬영(2016).

3. 사례 마을의 변화 특성 종합

3.1. 인구 변화와 요인

전국 농어촌 마을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은 20% 내외

이며  다수의 농어촌 마을은 인구 감소 현상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구의 증감

은 마을의 지리적인 입지와 경제활동에 의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례 마을

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 근교 마을과  도서· 

어촌 마을이나 일부 원격지 농촌 마을에서와 같이 농업 외 경제활동 기회가 많은 

곳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마을은 주로 농업이 주 경제활동인 마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변화 양상은 마을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 부문 성장

이 농어촌 마을 인구 기반 유지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마을이 가지고 있는 농업·농

촌 자원을 활용한 경제 다각화 활동 등으로 인구 감소폭을 줄이는 마을도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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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도시와의 접근성이 마을의 인구 증감에 어는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

른 요인에 의해 그 증감의 정도가 달라지고 있다. 도시 근교에서도 양평군 서종면

과 같이 어메니티가 좋은 지역은 전반적인 인구가 증가하지만 화성시 장안면이나 

울주군 언양읍과 같이 난개발 등으로 인해 어메니티가 훼손된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 내지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마을 기능의 다양화

사례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농업생산기능이 축소하고 거주기능을 포

함한 다른 기능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 농촌 마을에서는 여전히 농업이 마을의 주

요 경제활동이지만 공동체 단위의 공동 경제활동은 점차 쇠퇴하고 개별 가구 단위

의 경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마을이 가지는 공동 생산기능보다는 개별 가구의 기

능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도서·어촌 마을의 경우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마을의 생산기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어촌 마을의 기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는 어항과 어촌계이다. 어항의 기능이 유지되며 어촌계의 활동이 활발한 마을에

서는 어업 생산 외에 가공, 관광, 상업 등 마을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마을의 주거 기능이 확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주거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인근 도시로의 통근을 위한 주거지, 노후 은퇴 주거지로 자리 잡아 

가는 마을도 나타나고 있다. 특정 계절 혹은 주말에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

는  2지역 거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마을 주민 가운데는 아파트의 주거 편

의성과 편리한 생활서비스를 찾아 인근  읍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활동만을 위

해 마을을 방문 또는 일시 체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 주민의 2지역 거

주와 기존 주민의 일시 거주는 농어촌 마을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정주공간으로

서 기능을 발휘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마을의 구성원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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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다. 이는 마을의 구심력과 공동체가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3. 공동체 활동 및 조직 변화

최근 농어촌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과 조직이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은 경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체가 다양화되는 모습

이 관찰된다. 마을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주체별로 참여하는 마을활동이 구별

되고 있으며, 이 중에 귀농인들이 마을조직에 활발히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같은 마을에서도 다양한 주민 간 반목이 조직 활동에 차질을 주는 사례들이 관찰

되어 향후 마을 갈등의 협의·조정 절차가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거나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마을조직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가운데, 또한 사회활동보다는 

경제활동 중심으로 마을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다. 마을에서 활성화되는 경제활동 

또한 마을 공동의 이해관계보다는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한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등의 경제활동이 대부분이다. 

셋째, 상호 부조형 공동체 기능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이다. 마을 구성원

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마을 구성원 간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던 혼사와 상조 등 공동 애경사와 관련된 사회조직은 대부분은 소멸되었다. 반

면, 최근 농촌 주민이 고령화되면서, 일부 마을에서 자조적 돌봄 기능을 다시 복원

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기도 한다. 함양군 송전리에서 마을조직이 독거노인 지원, 

농한기 공동식사 활동을 추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넷째, 일부 마을을 중심으로 농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의 일환으

로 소득 및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 기반 공동체 활동이 모색되

고 있다. 사례 마을에서도 초고령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마을 돌봄, 

문화유산 전승, 경관 개선 등 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다섯째, 정부 지원 사업의 영향으로 마을에 사업추진조직이 형성되는 경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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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사례 마을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마을

조직이 사업추진조직으로 변화되거나, 마을 주민들이 별도 사업추진조직을 구성

하는 경우가 관찰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마을에서 소수 주체들이 마을사업을 

주도하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구성원 간 갈등을 조정하여 활동 저변을 확대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섯째, 공동체 활동의 공간 범위가 개별 마을을 벗어나 광역화되는 추세이다. 

개별 마을 단위에서 퇴조하는 커뮤니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복수 마을이 협력하

거나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활동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농어촌 마을에서 출현하는 의미 있는 변화의 모습으로서, 사회적 변화와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문제해결형 조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 

전반의 변화와 정부 지원 정책에 대응하고 마을 내부에서 요청되는 사회경제적 수

요를 반영하여 사회 약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와 농업의 사회적 기능, 마을 자산의 

보전과 전승, 마을 단위 6차산업화 등 활동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문

제해결형 조직은 개별 마을에만 그치지 않고 복수 마을이 협력하거나 읍·면 범위

로 확대되는 모습도 관찰된다. 이러한 광역화된 조직 활동은 기존 면소재지 등 농

촌중심지를 새로운 활동의 거점으로 변모시키는 등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3.4. 물리적 환경 변화

마을 주민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마을 내 공폐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반 및 원격 농촌 지역에 속한 마을들에서 전체 가구 대비 공폐가 비율이 높

다. 향후 예상되는 공폐가 수가 현재보다 많으므로 사례 마을에서 빈집 문제는 현

재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 마을 가운데는 신규 유입자가 꾸준하게 있음에도  공폐가는 줄어들지 않

는데, 이는 신규 유입 가구들은 기존 마을 내 부지에 주택을 마련하기보다 마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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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마을은 퇴락하는 가운

데 마을 외곽 분산형 주거 입지 양상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지

가가 저렴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원격 농촌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농촌 마을의 경관과 어메니티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적 토지

이용 수요가 높은 근교 농촌 지역에는 난개발로 인한 마을의 정주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일반 농촌 마을과 원격 농촌 마을은 축사와 기타 농

업용 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마을의 어메니티가 저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어촌 마을은 마을 내에서 경제, 생활, 교통기능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촌마을에 비

해 높은 밀도의 건축물이 입지하며 가용 토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많은 사례 어

촌 마을에서 마을 부지 협소와 그로 인한 지가 상승은 외지인의 유입 등을 저해한다.

그림 4-7  사례 마을의 변화 특성 종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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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의 장래 여건

1. 농어촌 마을의 변화 요인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농어촌 마을의 변화를 낳고 

있는 요인들을 이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최근의 농어

촌 마을 변화와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시적 요인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①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② 교통 접근성 및 개인 기동성 향상, ③ 기술 

발전, ④ 농어촌 경제 다각화 요구, ⑤ 정부 정책 등 다섯 가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

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 기반에 대해 논의한다.

1.1. 거시적 사회·경제 요인

1.1.1. 농어촌의 가치 인식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마을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농어촌에 거주하려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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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그리고 기존 주민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농어촌 마을에 새로 이주해온 사람

들이 갖는 가치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양상이 지역

적으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농어촌을 낙후되고 뒤처진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

러나 최근에 농어촌은 자연 속에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간섭받지 

않고 개인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

고 있다.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표 5-1>에서 보여주고 있다. 사례 지역에 이주

해온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을 구분하여 집단별로 농어촌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일수록 개인적인 생활

을 지향하고, 기존 주민들은 지역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도 조사 결과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함양군, 평창군 

등 원격 농어촌 이주 그룹의 경우 근교 마을 귀농·귀촌인에 비해 소득이 적어도 시

간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은 두드러진다. 근교 마을 

및 일반 농촌 마을 유입 인구는 농촌다운 특성의 보전과 함께 생활 편의성도 중시

하는 모습을 보인다.

요컨대 농어촌 마을이 거주 공간으로서 가치가 새로이 조명되면서 도시민들의 

농어촌 이주가 늘어나는 경향이 사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어촌의 가

치에 대해 각기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는 여러 계층들 중 어떤 사람들이 지역에서 

우세하게 분포하는지도 사례 지역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어

촌 마을이 상이한 방향으로 변모하도록 하는 한 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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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농어촌에서 추구하는 가치(지역별 및 주민 유형별 비교)

단위: %

구  분

귀농·귀촌인
기존

주민양평군 

서종면

부여군 

초촌면

함양군 

휴천면

평창군

미탄면

소득

vs.

삶의 여유

바쁘게 살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삶 40.6 35.3 16.7 14.5 24.1

소득이 적어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삶 59.4 64.7 83.3 85.5 75.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개인 생활

vs.

공동체 참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 42.2 52.9 33.3 47.3 61.8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 추구 57.8 47.1 66.7 52.7 38.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생활 편의

vs.

농촌다움 보전

도시처럼 생활이 편리한 곳 43.8 41.2 27.8 12.7 27.1

농촌다운 특성이 보전되고 지켜진 곳 56.3 58.8 72.2 87.3 72.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18년 실시한 사례 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 재집계.

1.1.2. 교통 접근성과 주민 기동성 향상

최근까지 전국적인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국민 개개인의 기동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접근성 향상으로 전국 어디서나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

면서 원격 농어촌 마을에서 인구 증가 마을이 더욱 뚜렷이 늘어나는 모습을 전국 

및 사례 지역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접근성과 주민 기동성 향상에

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어촌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모습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도시 접근성이 나은 일반 농어촌 지역에서 오히려 인구 감

소 마을 비율이 원격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접근성 개선의 

효과가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주민 기동성 증대는 농어촌 생활권 변화와도 연관된다. 입지적 제약에서 상대

적으로 자유로운 이주민이 늘어나는 결과, 전통적 농어촌 정주체계가 약해질 것

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농어촌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 시 기초 중심지보다는 도

시 지역이나 고차 서비스 중심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례 지

역 주민 조사 결과에서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 확인된다. <표 5-2>의 사례 지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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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중심지 이용 빈도에 관한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동성이 높은 응답자 

그룹의 경우 원격 중심지뿐 아니라 주거지에 가까운 면소재지 방문 빈도 또한 높

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차 중심지 방문이 늘어나는 것 이상

으로 면소재지 같은 기초 중심지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즉 주민들의 기동

성 향상이 일방향적인 생활 반경 확대와 하위 소재지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중심지 자체의 이용도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성주인 외 2018). 

기동성 높은 주민 증가가 기초적인 농어촌 생활권의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배후마을의 정주 기능이 

지속·유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표 5-2  주민 유형별 중심지 이용 빈도

단위: 회

구분
면소재지 한 달 평균 

방문 횟수

군청 소재지 한 달 평균 

방문 횟수

다른 시/군 지역의 평균 

출타 횟수

일터

거주하는 면 내 12.24 4.76 3.46

같은 시·군 9.48 17.33 3.31

다른 지역 5.44 4.50 11.33

일 안 함 11.31 3.35 3.2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9.19 2.70 2.52

100만 원대 9.84 4.69 3.08

200만 원대 12.66 5.34 3.63

300만 원대 15.47 5.99 5.06

400만 원대 18.15 8.12 5.21

500만 원 이상 15.69 8.13 7.38

소득 없음 16.09 4.09 1.00

연령대

40대 이하 14.81 6.42 5.57

50~60대 12.64 5.25 3.46

70대 이상 8.65 3.18 2.33

본인 소유

차량 여부

있다 13.69 6.15 4.36

없다 9.53 3.25 2.55

귀농·귀촌 

여부

귀농인 8.24 5.36 2.45

귀촌인 13.62 5.45 4.33

원주민 11.37 4.51 3.32

전  체 11.74 4.79 3.52

주: 2018년 실시한 사례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 

자료: 성주인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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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기술 발전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 마을의 입지적 불리함을 극복하는 데 광대역 통신망과 

같은 ICT 기술 발전이 큰 작용을 한다. 우리나라 농어촌의 광대역 통신망 보급률

은 2017년 기준 96.4%로서 거의 100%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이다(김용욱 외 

2018). 이미 대부분 농어촌에서 불편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이 평가한 7대 부문 35개의 삶의 질 서비스

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의 서비스 이용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35개 서비스 항목 중 1위를 기록하였다(유은영 2018).

본 연구를 통해 마을 활성화에 대한 기술 발전 효과를 실증 분석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광대역 통신망 확산은 농어촌 마을의 정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명확하다. 

현재 대다수 OEDC 국가들은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광대역 통신망을 보

급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두고 있다(OECD 2019).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농어촌에는 해당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곳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20) 

1.1.4. 농어촌 경제 다각화

농업 생산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부문으로 경제활동 영역을 다각화해야 한다

는 다기능 농업·농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가는가에 따라 마을 활성화 정도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마을별 귀농·귀

촌 가구 분포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5-3>과 같이 다수의 경

제활동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하는 마을일수록 그렇지 않은 마을보다 귀농·귀촌 가

구가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21) 경제 다각화 활동을 진행 중인 마을 역시 

20) 참고로 잉글랜드의 경우 광대역 통신망 평균 속도가 도시 지역은 26Mbit/s인 데 비해 농어촌은 평균 

13Mbit/s에 머물고 있다(2014년 기준). 특히 인구 희박 지역의 소규모 마을의 경우 해당 수치가 

5Mbit/s로서 더욱 큰 격차를 보인다(DEFRA 2017; 성주인 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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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귀농·귀촌 가구가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

대로 농업 일변도의 일반 마을일수록 도시 유입 가구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양한 경제활동 수행을 통해 소득을 올릴 기회가 제한적이라면 그만큼 

마을에 도시 인구가 들어와 자리 잡을 여지도 적을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다.

신규 인구 유입에 제약이 큰 지역의 경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조

직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사회

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은 대체로 기존 주민들보다는 지역에 이주해온 

귀농·귀촌 가구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5-3  마을의 귀농·귀촌 가구 수(경제활동 여건 및 마을사업 시행 기준 비교)

단위: 호

구 분 마을 분류 
마을당 귀농·귀촌 가구 현황

귀농 가구 귀촌 가구

경제활동 여건

마을의 각종 경제조직

구성 정도

높은 마을 2.25 4.10

일반 마을 1.30 1.17

마을 주민들의 경제활동

다각화 수준

높은 마을 3.10 7.40

일반 마을 1.31 1.13

주: 비수도권 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집계.

자료: 2015년 사례 마을 이장조사 결과 재집계.

1.1.5. 정부 정책

정부 또는 지자체의 마을개발사업을 시행한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 간에 평

균 귀농·귀촌 가구 수를 집계한 결과가 <표 5-4 >에 제시되었다. 2015년 조사에서

는 사업 시행 마을이 미시행 마을에 비해 귀농·귀촌 가구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하

였고, 2018년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귀촌 가구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 기준 구분 결과와 비교해서 두 조사 모두 마을개발사업 시

행 마을이 뚜렷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정부의 정책 사업 지

21) 비교 목적상 수도권 마을을 제외하고 집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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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귀농·귀촌 유입 등 마을 인구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 사업으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경제 다각화 효과이다. 정부의 

정책 지원을 매개로 해서 농어촌 마을의 각종 사업 조직이 구성되거나 물리적 시설

이 조성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야기된다. <표 5-5>에 제시된 사례 마을 조사 

결과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마을개발사업 시행 마을과 미시행 마을 간 경제 다각

화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자의 경우 농특산물 가공

이나 농촌관광 등의 다각화 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을 비율이 30.9%인 데 

비해 후자의 경우 낮은 마을 비율이 69.1%로 나타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표 5-4  마을 귀농·귀촌 가구 수(마을개발사업 시행 여부에 따른 비교)

단위: 호

구분
2015년 조사 2018년 조사

사업 시행 마을 미시행 마을 사업 시행 마을 미시행 마을

귀농가구 1.52 1.49 2.00 2.68

귀촌가구 3.04 1.29 2.78 2.12

주: 비수도권 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집계.

자료: 2015년 및 2018년 사례지역 이장 조사 결과 재집계.

표 5-5  마을의 경제 다각화 수준(마을개발사업 시행 여부에 따른 비교)

단위: %

구분
정부, 지자체 마을개발사업 시행 여부

사업 시행 마을 미시행  마을

경제 다각화 활동 

수준에 따른 

마을 구분

높음 30.9 4.1

보통 32.7 26.8

낮음 36.4 69.1

합계 100.0 100.0

주: ‘경제 다각화 활동 수준’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제활동 조직의 개수가 2개 이상(높음), 1개(보통), 없음(낮

음)으로 판별하였음.

자료: 2015년 실시한 사례 지역 이장(152명) 설문조사 결과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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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정주 장소로서 마을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는 직접적인 마을개발사업 지

원보다 농촌다운 환경, 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 제도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표 5-6>에서는 시·군 유형별로 구분하여 

소속 행정리 중 인구 감소·증가 마을 구성 비율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시·군별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집계한 부문별 지역발전지수

(RDI) 상위 지역(50위 이내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증가·감소·유지 마을의 구성 비

율을 나타내었다.22) 제시된 바와 같이 녹지율, 공원 면적 등의 지표가 반영된 삶의 

여유공간 지수 상위 지역일수록 인구 증가 마을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생활 서비스나 지역 경제력 상위 지역보다 오히려 농어촌다운 어메니티 요소에

서 우세한 지역일수록 인구 증가 마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생활 편의성 증

대나 소득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보다 쾌적한 경관·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적 수단이 농어촌 마을의 매력도를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러한 집계 결과가 시사한다.

표 5-6  지역발전지수 지수별 상위 50위 시·군의 인구 증가마을 비율

단위: %

구분

2018년 지역발전지수(RDI)

생활 서비스 지수

상위 50위 시·군

지역 경제력 지수

상위 50위 시·군

삶의 여유공간 지수

상위 50위 시·군

연평균

인구증가율

(2005~2016년)

인구 감소(-0.5% 이하) 60.0 49.3 40.4

인구 유지(-0.5 ~ +0.5%) 28.7 35.4 40.0

인구 증가(+0.5% 초과) 11.3 15.4 19.6

합계 100.0 100.0 100.0

주 1)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는 지역의 경제력과 생활여건 등 지역의 발전 정도를 종

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영역별 발전 정도를 지수로 구성.

    2) 생활 서비스 지수는 기초생활 여건, 교육 여건, 보건복지 여건을 대표하는 변수를 종합.

    3) 지역 경제력 지수는 산업기반, 소득 수준, 지자체 재정기반 등의 변수를 종합.

    4) 삶의 여유공간 지수는  녹색휴양기반, 녹지기반, 문화체육기반 등으로 구성.

자료: 10,010개 행정리 원자료 분석 결과, 2018년 지역발전지수 원자료(송미령 외 2018).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구축한 지역발전지수는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등 네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네 부문 지수를 합산하여 시·군별 종합지수가 도출된다(송미령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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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을의 공동체 활동 기반

공동체 활동 추진 조건은 마을마다 상이하며, 이는 각 마을의 경제활동 및 공동

체 활성화 수준 차이로 귀결된다. 첫째 조건으로 마을 리더 역량을 들 수 있다. 마을

마다 리더가 지닌 역량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에 따라 마을 활성화 정도

에서도 격차가 만들어진다. <그림 5-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리더의 학력 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은 마을에서 경제 다각화 수준 및 주민 공동체 활동 수준이 높은 마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고향 출신으로서 타지에서 다양한 경험

을 하고 돌아온 리더가 존재하는 마을의 경우도 그러하다(성주인 외 2015). 

그림 5-1  마을 리더 역량과 경제 다각화 및 공동체 활동 수준

자료: 성주인 외(2015).

둘째, 변화를 수용하는 주민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귀농·귀촌 가구 유입은 마을 

변화의 일차적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마을 활성화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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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는 마을마다 달리 나타난다. 기존 주민들이 귀농·귀촌 가구와 함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수행해나가는 포용적 분위기라 갖추어진 마을이 있는 반

면,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기 때문이다. <표 5-7>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2015

년 사례마을 이장조사)를 볼 수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우호적인 

마을의 경우 그렇지 않은 마을에 비해 귀농·귀촌인들이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5-7  귀농·귀촌인의 공동체 활동 참여도(마을 유형별 비교)

단위: %

구분
마을 구분(귀농·귀촌에 대한 주민 인식)

전체
부정적 보통 우호적

전혀 참여 안 함 13.6 9.3 2.6 7.8

소극적으로 참여 54.5 33.3 12.8 30.4

보통이다 22.7 46.3 23.1 33.9

적극 참여하는 편 9.1 7.4 46.2 20.9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0.0 3.7 15.4 7.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2015년 수행한 사례마을 이장조사(152개 마을) 결과 재구성.

마을에 귀농·귀촌인이 다수 분포한다고 해서 포용적인 분위기가 저절로 형성되

는 것은 아니다. 마을 유형별로 평균 귀농·귀촌 가구 분포 정도를 비교해서 제시한 

<표 5-8>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귀농·귀촌에 대한 주민 인식이 우호적인 마을

과 부정적인 마을을 비교할 때 후자의 경우가 전자보다 귀농 및 귀촌 가구 수 자체

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23) 귀농·귀촌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한 마

을들의 경우 새로운 인구 유입이 공동체 활성화 기회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마

을 내 갈등 발생으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23) 비교 목적상 수도권 사례 마을을 제외하고 집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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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주민들의 귀농·귀촌 인식과 마을 귀농·귀촌 가구 수

단위: 호

구분
마을 구분(귀농·귀촌에 대한 주민 인식)

전체
부정적 보통 우호적

귀농 가구 수 2.71 1.36 1.68 1.72

귀촌 가구 수 3.36 2.28 1.43 2.17

주: 비수도권 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평균 귀농·귀촌 가구 수 집계.

자료: 2015년 수행한 사례 마을 이장조사(152개 마을) 결과를 바탕으로 재집계.

2. 장래 농어촌 마을 분화 전망

2.1. 거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

이상에서 살펴본 거시적 사회·경제 요인들은 장래 농어촌 마을 발전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 양쪽으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농어촌의 긍정적 가치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도시 인구가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농어촌 마을에 

이주해올 수 있다. 반대로 농어촌은 낙후되고 소멸하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농어촌 마을이 경관·환경 측면에서 무질서하고 쾌적하지 

못한 곳으로 인식되면서 현재의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도 있다.

둘째, 접근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 마을의 매력도를 더하

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정주공간이자 자족적 생활권으로서 농어촌의 매력을 살리지 못하면 

오히려 농어촌 주민들의 도시 거주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래서  농

어촌 마을은 주민들이 농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또는 도시민들이 관광·휴양 목적으로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목적지에 머무를 가능

성도 있다.

셋째, 기술 발전 역시 양면성을 지닌다. 원격 교육, 원격 진료, 자동주행기술,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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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활용 등 신기술이 확산되면서 농어촌의 불리한 접근성으로 인한 제약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농가 입장에서는 스마트 기술 발달로 농어촌 마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업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마을 

공동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지역경제 기반 부문으로서 농업의 역할과 위상에 따라 농어촌 마을의 장

래 모습도 영향을 받게 된다. 6차산업화나 사회적 경제, 로컬푸드를 비롯한 다기

능 농업 발전 시나리오하에서 마을 활성화에 농업 부문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커뮤니티 기반의 순환경제 활동 육성이 병행되지 않는 농업 생산

성 증대는 반드시 농어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농어촌 가치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할 전망이지만, 지방분권 기

조하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여지는 약화되고 지자체 및 현장 단위의 정책

에 요구되는 역할이 커질 것이다. 정책 효율화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

다.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조

건임을 감안할 때, 향후 중앙정부 제도를 통한 정책 개입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

면 농어촌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는 어려워질 수 있다.

2.2. 지역의 농촌정책 추진 역량과 마을 분화

이상에서 살펴본 거시적 변화 요인들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장래 농어촌 마을 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마다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마다 지니고 있는 자원, 인적 역량 수준 등은 한 지역 내에서도 매우 상이하

다. 사례 마을 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한 <그림 5-2>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소수의 

마을들은 장래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 여건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 마을들은 그렇

지 못하다.24) 앞으로는 이러한 개별 마을 단위의 역량에 더해서 지역 단위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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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마을 활성화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역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존재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의 차이를 사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25)

그림 5-2  마을 자원과 마을 공동체 기반에 따른 마을 간 차이

자료: 성주인·민경찬(2016) 재구성.

이처럼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농어촌 마을들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지역 차

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래 마을들 간 분화 및 차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리라 예

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 조사 결과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표 5-9>

는 지방분권에 따른 마을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전반적인 마을사업이 어떻게 될

지 조사한 결과이다. 시·군 유형과 무관하게 대다수 지자체 공무원들은 마을사업

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당수 배후 마을들은 지역정책적 

24) 마을 자원과 리더 및 주민 역량, 귀농·귀촌인의 공동체 활동 참여, 외부 네트워크 활용 등이 마을 간 

차이를 낳는 것으로 평가된다(성주인·민경찬 2016).

25) 예컨대 노인회, 부녀회와 같이 기존에 지역사회에 존재해온 조직 이외에 보다 다양한 활동이 면 단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종면의 경우 지역의 역동성이 크고 변화 모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최근 들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이루어진 미탄면의 경우도 체험마을 협의회, 미탄주민주식

회사 등과 같이 새로운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다. 장래 외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공동체 차

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로를 모색해갈 잠재력이 이런 활동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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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는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

지 못하고 선심성 사업 일변도로 지역정책이 흘러갈 우려가 제기된다.

표 5-9  중앙정부 마을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단위: %

구분

지방 이양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별 문제없다

전반적인 마

을사업 투자 

축소

일부 과소화

마을 투자 

축소

소규모 나눠

먹기식 사업 

증가

합계

시군 유형

근교 농촌 13.8 62.1 10.3 13.8 100.0

일반 농촌 14.1 65.9 4.7 15.3 100.0

원격 농촌 6.7 60.0 6.7 26.7 100.0

전체 13.2 64.3 6.2 16.3 100.0

자료: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공동체 육성을 위해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시도가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농어촌 공동체 육성

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한 지자체들이다.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이들 지역은 

장래 농어촌 마을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표 5-10>에

서는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지자체의 마을사업 추진 계획을 조사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중간지원조직 미설치 시·군들은 설치 시·군과 비교해서 별다

른 후속 계획을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역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농어

촌 마을 분화가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0  중앙정부 마을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지자체별 관련 사업 추진 계획

단위: %

구분
시·군 구분 (중간지원조직 설립 여부 기준)

없음 있음 설립 추진 중

별다른 계획 없음 39.0 12.8 23.1

기존 사업을 이어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49.4 74.4 76.9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 6.5 10.3 0.0

기타 5.2 2.6 0.0

합    계 100.0 100.0 100.0

주: 복수응답 문항으로서 2019년 지자체 농촌개발 담당 공무원(130명) 설문조사 결과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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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종합 및 시사점

지금까지 논의한 복합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장래 농어촌 마을 변화에 영

향을 미치게 되는 양상을 <그림 5-3>에서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전국적인 교통 

접근성 향상 및 ICT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 상당수는 과거에 겪었던 

거리 장벽을 극복하고 있다. 거주공간이자 소비공간으로서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경제 다각화를 통한 다기능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요구도 높아

졌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적 변화 요구에 농어촌 마을들이 대응해가는 양상은 동질적

이지 않다. 농어촌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하고 마을 구성원이 바뀌는 등의 변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런 변화는 모든 마을에 균일하지 않고 일부 마을

에 한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보유한 유무형 자원과 인적 자원, 외부 기회 활용 등

에서 각각의 마을들이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마을 단위 역량 차이에 더하여 앞으로는 지역 차원의 정책 추진 역량도 중

요하게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특히 농어촌 마을 관련 정책 추진에서 지방 재량이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인 바, 지역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 추진 기반을 갖춘 곳과 그

렇지 않은 곳 사이에 마을 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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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농어촌 마을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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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마을의 발전 방향

1. 농어촌 마을 관련 정책 추진 여건

1.1.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정책 여건

이하에서는 지자체의 지역개발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 활성화와 관련한 현안, 정책 추진 동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농어촌 마을 발전 방향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1.1.1. 농어촌 마을 관련 정책 현안

현재 지자체의 정책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6-1>의 농

어촌 마을과 관련한 해당 시·군의 주요 현안으로 생활 인프라 조성(31.5%)과 과소

화 문제 대응(28.5%)이 주로 제시되었다. 특히 원격 농촌 지역에서 과소화 문제가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교 농촌 지역은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을 환경 보전 및 난개발 방지’, ‘주민 공동체 육성’을 현안으

로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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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농어촌 마을 관련 지자체의 주요 현안

단위: %

구분

시·군 유형

근교 농촌 

(n=29)

일반 농촌 

(n=86)

원격 농촌 

(n=15)

전체

(n=130)

과소화 문제 대응 및 귀농·귀촌 유치 13.8 32.6 33.3 28.5

마을 단위 소득원 개발 10.3 23.3 13.3 19.2

편리한 생활 여건 및 인프라 조성 58.6 23.3 26.7 31.5

마을 환경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 6.9 4.7 0.0 4.6

농어촌 주민 공동체 육성 10.3 15.1 13.3 13.8

기타 0.0 1.2 13.3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1.1.2. 그동안 추진한 마을 시책 평가

<표 6-2>에서는 향후 농어촌 마을과 관련하여 중점 추진해야 할 시책에 대해 살

펴보았다. 도·농교류 확대, 공동체 역량 강화, 인프라 정비 등이 제시되었다. 기존

의 정책 중에 ‘도·농교류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 ‘빈집 및 공폐가 정비’를 미흡하

다 평가하였다. 그동안 정책 효과가 높으며,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하는 시책으로 

‘마을 인프라 및 생활환경 정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농어촌 마을의 물리

적 환경 개선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6-3>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농어촌 마을 대상 시책 중 효과 있는 것들에 

대해 중간지원조직 설치 시·군과 미설치 시·군을 구분해서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전자의 경우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을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다. 후자의 경우 ‘마을 인프라와 생활환경 정비’를 답한 비율이 압

도적으로 높은 데 비해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역은 공동체 역량을 형성하려는 시도

를 중요한 성과로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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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농어촌 마을 관련 주요 사업 평가

단위: %

구분
효과가 

높았던 시책

미흡했던

시책

현재

중점 시책

향후

중점 시책

소득작목 개발 및 생산자 조직 육성 11.5 22.3 16.9 21.5

도·농교류 확대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 13.8 36.9 26.2 33.8

농특산물 가공 및 6차산업 지원 11.5 26.2 18.5 26.9

마을 인프라 및 생활환경 정비 69.2 2.3 48.5 30.0

마을 경관보전 활동 지원 15.4 18.5 15.4 12.3

빈집 및 공폐가 정비 18.5 20.8 6.2 9.2

고령자 대상 복지사업 23.1 16.2 13.8 13.8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29.2 22.3 32.3 30.0

귀농·귀촌인 유치 5.4 28.5 18.5 16.9

기타 0.0 0.8 0.8 1.5

무응답 2.3 5.4 3.1 3.8

주: 복수응답.

자료: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표 6-3  농어촌 마을 대상 효과 있었던 시책(시·군 유형 간 비교)

단위: %

구분
시·군 구분 (중간지원조직 설치 여부)

전체
없음 있음(설립 추진 포함)

소득작목 개발 및 생산자 조직 육성 13.0 9.4 11.5

도·농교류 확대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 11.7 17.0 13.8

농특산물 가공 및 6차산업 지원 15.6 5.7 11.5

마을 인프라 및 생활환경 정비 77.9 56.6 69.2

마을 경관보전 활동 지원 15.6 15.1 15.4

빈집 및 공폐가 정비 18.2 18.9 18.5

고령자 대상 복지사업 20.8 26.4 23.1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19.5 43.4 29.2

귀농·귀촌인 유치 6.5 3.8 5.4

무응답 1.3 3.8 2.3

주: 복수응답 문항으로서 2019년 지자체 농촌개발 담당 공무원(130명) 설문조사 결과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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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지역 공동체 여건과 활성화 방향

인구 고령화, 신규 인구 유입으로 인해 농어촌 마을의 공동체 변화가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 우선 시·군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지역 단위 공동

체 육성 전략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기존 주민조직 

활성화(40.0%)에 중점을 두고 있다<표 6-4>. 특징적으로 일반 농촌 시·군에서 새

로운 주체의 신규 조직 육성이나 중간지원조직 활용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표 6-4  지역 단위 공동체 육성 전략

단위: %

구분

시·군 유형

근교 농촌 

(n=29)

일반 농촌 

(n=86)

원격 농촌 

(n=15)

전체

(n=130)

지역 단위 공동체

육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구상 중인 전략

없다 17.2 12.8 33.3 16.2

주민 주도 읍·면 단위 계획 수립 41.4 26.7 20.0 29.2

기존 주민조직 활성화 44.8 37.2 46.7 40.0

새로운 주체 참여 조직 육성 10.3 31.4 20.0 25.4

공동체 지원 중간지원조직 활용 20.7 38.4 13.3 31.5

기타 0.0 2.3 0.0 1.5

주: 복수응답.

자료: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공무원들은 침체된 농어촌 마을 공동체 재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복수마을 또는 권역 단위 공동체활동 육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

히 개별 행정리 단위 공동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상당수를 차지하였

다. 그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 유형에 무관하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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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필요 전략

단위: %

구분

시·군 유형

근교 농촌 

(n=29)

일반 농촌 

(n=86)

원격 농촌 

(n=15)

전체

(n=130)

공동체

재활성화

정책 방향

행정리 단위 공동체활동 지원 24.1 30.2 13.3 26.9

복수마을, 권역 단위 육성 37.9 24.4 33.3 28.5

읍·면 단위 공동체활동 육성 24.1 25.6 26.7 25.4

행정구역 무관 공동체활동 조직 육성 13.8 19.8 20.0 18.5

기타 0.0 0.0 6.7 0.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공동체 활성

화를 위한 중

간지원조직

필요 여부

전혀 필요 없음 0.0 4.7 0.0 3.1

필요 없음 10.3 4.7 6.7 6.2

보통이다 48.3 31.4 33.3 35.4

필요함 41.4 32.6 33.3 34.6

매우 필요함 0.0 26.7 26.7 20.8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1.1.4. 마을 과소화 대응 시책

앞서 과소화 마을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답한 지자체가 많았지만, 실제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사례는 소수로 나타나고 있다. <표 6-6>에 제시한 

결과와 같이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시·군 내 과소화와 관련된 별도 시책이 없거나 

관련 사업도 구체적 방향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일부 시행하

고 있는 과소화 대책으로 기존에 통상적으로 추진해 오던 생활환경 정비와 공동체 

육성 등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6-7>에서는 별도의 과소화 마을 대상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 두 집단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서 제시하였다. 중간지원조직 미설치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과소화 

마을 대응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88%로서 설치 지자체와 비교해서 더욱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의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 노력에 따라 향후 

농어촌 마을 발전 경로가 지역별로 더욱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 짐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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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과소화 마을에 대한 정책 추진 현황

단위: %

구분

시·군 유형

근교 농촌 

(n=29)

일반 농촌 

(n=86)

원격 농촌 

(n=15)

전체

(n=130)

현재 시행 중인

과소화 대책*

청년 도시 인력 유치 6.9 2.4 0.0 3.1

빈집 및 생활환경 정비 10.3 11.8 6.7 10.9

복지서비스 제공 6.9 4.7 0.0 4.7

조직 및 공동체 육성 10.3 9.4 0.0 8.5

기초현황 조사 3.4 9.4 0.0 7.0

지원사업 우선 배정 0.0 9.4 6.7 7.0

공동생활시설 조성 3.4 7.1 0.0 5.4

별도 대책 없음 79.3 75.3 93.3 78.3

주: *복수응답.

자료: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표 6-7  과소화 마을 대상 지자체 시책 추진 현황(시·군 유형 간 비교)

단위: %

구분
시·군 구분 (중간지원조직 설치 여부)

전체
없음 있음(설립 추진 포함)

청년 도시 인력 유치 2.6 3.8 3.1

빈집 및 생활환경 정비 6.6 17.0 10.9

복지서비스 제공 3.9 5.7 4.7

조직 및 공동체 육성 2.6 17.0 8.5

기초현황 조사 2.6 13.2 7.0

지원사업 우선 배정 1.3 15.1 7.0

공동생활시설 조성 1.3 11.3 5.4

별도 시책 없다 88.2 64.2 78.3

주: 복수응답 문항으로서 2019년 지자체 농촌개발 담당 공무원(130명) 설문조사 결과 집계.

지자체 공무원들은 과소화 마을 대응과 관련해서 ‘가능성 있는 마을을 선별적으

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언급했다<표 6-8>. 과소화 마을에 대한 향후 지

자체 차원의 필요 전략으로 ‘행정리 통폐합’과 ‘광역 공동체 조직 육성’을 주로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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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과소화 마을에 대한 정책 방향과 필요 전략

단위: %

구분

시·군 유형

근교 농촌 

(n=29)

일반 농촌 

(n=86)

원격 농촌 

(n=15)

전체

(n=130)

향후 과소화마을

정책 방향

대다수 마을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 31.0 22.1 21.4 24.0

가능성 있는 마을에 선별적 지원 65.5 74.4 71.4 72.1

사업대상에서 제외 3.4 3.5 7.1 3.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향후 과소화마을에

필요 전략

중심마을로 이전 유도 10.3 4.7 14.3 7.0

마을 유지하되 행정리 통폐합 41.4 40.7 35.7 40.3

광역 공동체 조직 육성 20.7 33.7 28.6 30.2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유도 24.1 18.6 14.3 19.4

기타 3.4 2.3 7.1 3.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1.2. 정책적 시사점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체 육성, 과소화 문제 대응, 소득 개발 및 기

반 정비 등 지역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다수 지역들에서 기존 마

을 단위 정책들은 생활기반 정비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앞

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마을 대상 정책 영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활성화 전략의 경우도 마을 단위 조직 육성에 초점을 둔 기존 방식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개별 마을만이 아니라 읍·면이나 권역 단위 공동체 활동 육성 등

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자체 담당자들도 인식하고 있다. 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

로 육성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용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아직까지 일부 지자

체를 제외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 증가 마을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이 

되는 것은 마을 과소화 문제라 할 수 있다. 지자체 담당자 조사 결과에서도 파악되

었듯이 과소화 마을 문제 대응을 위해 인위적으로 마을을 이전하는 방식은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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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마을 육성 방향에 대한 나름의 

공간적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2. 농어촌 마을 발전 방향

2.1. 농어촌 마을 발전 비전

국민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 마을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치관  변화

와 분산 정주라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농어촌 마을이 장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거

주하는 터전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농어촌 마을 소

멸론, ‘철퇴(撤退)의 농촌계획론’ 등 현실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진단 및 정책 

처방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26)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뿐 아니라 앞으

로 농어촌에서 생활하고 여가를 즐기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 장래 주거공간으로서 농어촌 마을을 바라보아야 한다.

농어촌 마을은 국토 자원 관리의 최일선에 서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인간의 거주 

장소와 배후 자연공간, 농경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농어촌 마을의 문

화경관(cultural landscape)은 자연·생태적 과정으로 관리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과 달리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가꾸어야 할 대상이다. 장래에는 농어촌 

마을이 수행할 국토 관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들이 

주도하여 경관,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살리는 활동을 확산하는 것이 농어촌 마

26) 일각에서 농어촌을 '무거주 지역' 또는 소멸되어가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

토 면적이나 농어촌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런 관점은 현실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은 잉글랜드 농촌의 경우 인구밀도가 약 79명/㎢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은 약 62명/㎢로 산정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농어촌은 약 107명/㎢로서 

이들 국가보다 정주지역이 더 조밀하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산림 면적이 2/3 이상을 차

지하는 우리나라 국토 여건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농어촌에서 무거주지역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분산 거주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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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도시와 달리 농어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이 공간적으

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마을과 그 주변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사회

와 비교해서 마을 단위 공동체 역할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소멸되었지만, 농어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유하는 일상 활동 영역은 존재한다. 특히 시장경제나 행정 

서비스 기능에만 기대어서는 농어촌에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요구를 모두 충

족할 수 없으므로,  공동체 차원에서 자치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존재

한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일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추어서 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

도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2.2. 농어촌 마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2.2.1. 기본 방향

이상과 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추구해야 할 농어촌 마을 관련 주요 정책 방향들

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필수적 정주 기반을 갖추면서 다원적 가치를 살리도

록 농어촌 마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마을이 전국 어디서든 기초적인 서

비스 수준을 확보한 주거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마을의 물리적 정주 기반 확충은 

필수적이다. 특히 하드웨어 사업에서는 그동안 역점을 두지 않았던 주거환경 정

비에 초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쾌적한 주거공

간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마을의 경관·환경 등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로, 주민 구성 다변화 등 최근 공동체 여건을 반영한 주민 활동 육성의 다변

화가 필요하다. 실제 활동 가능한 주민들의 경제·사회 조직이 중심이 되어 커뮤니

티 지속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수 마을에서 자율적

인 공동체 조직이 약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원칙이 없는 마을 대상 사업 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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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탈피해야 한다. 역량 있는 조직과 주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도

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로, 과소화 마을 확대 상황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보다 확대된 주민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 등 외부 지원 그룹이 공동체 활성화 지

원 과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 주민 구성 변화 등의 실태를 고려하여 

공동체 활동 지원 방향을 새로운 커뮤니티 육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필요한 역할

은 담당해야 한다. 실제 마을사업의 기획·집행을 지자체가 담당하더라도 향후 중

앙정부 차원에서 견지해야 할 농어촌 마을 유형별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

책 수단을 발굴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농어촌 마을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이 지속

적으로 발휘되도록 국가계획을 비롯한 제도적 수단을 모색하고, 농촌계획, 농촌

협약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마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2.2.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마을 정주환경 조성

농어촌 마을이 장래 지속 가능한 정주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빈

집 및 노후주택 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개별 주택 

단위 정비 방식이 아니라 마을 단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 여건이 열악한 마을을 선별하여 종합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을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폐가들은  종전과 달리 행정력을 활용하여 적극적

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마을의 정주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큰 빈집에 대한 강제 철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로 일본은 2014년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도입하여 안전·위생·경관 측면에서 주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특정빈

집’에 대해 선제적 조치(조언·지도, 권고)를 통해 정비를 유도하며, 미이행 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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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철거를 집행하고 있다. 

 빈집을 철거 또는 리모델링하여 농촌 정착 희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

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도시 인구 유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갖춘 마을에서는 빈집 정비 후 신규 주택지를 공급하거나 임대 주택을 조성할 필

요가 있다. 예로 증평군 죽리마을에서는 2014년 농식품부 새뜰사업 지구로 선정

되어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시 마을 내 빈집 15채 중 대다

수 마을을 철거하였고, 철거 부지 중 일부에 귀농인의 집을 4채 조성하였다. 조성

한 귀농인의 집은 농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6~12개월 기간 동안 머물면서 적

응할 수 있는 농업·농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빈집재생사업

을 도입하여 빈집을 숙박, 교류, 체험학습, 창작활동, 문화활동 등의 용도로 활용

하기 위해 취득, 이전이나 증축, 개축하는 경우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아

가 주민조합 등을 구성하여 빈집 철거 부지를 이주 희망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방

안도 모색할 수 있다.

빈집 및 노후주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면 지역 단위의 추진 기반을 우선적으

로 구축해야 한다. 즉, 지자체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공폐가 및 노후주택의 실태조

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사례처럼 현장 활동 그룹, 중간지원조직 등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빈집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124 |

일본 빈집은행 사례

○ 일본 지바현 이스미시의 빈집 활용 사례

- 일본 동경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지바현 이스미시는 인구 

38,000여 명의 근교 농촌 지역으로 도시민들의 다지역 거주지로서 인기가 높

다. 이스미시의 빈집 비율은 28.6%로 지바현의 시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스

미시는 빈집을 전입 희망자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빈집은행 웹사이트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 입주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여 이스미시에 임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스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중개업자에게 소개하는 것과 임대 

주택을 빈집 은행 사이트에 등록하는 역할을 한다.

- 2019년 6월 30일 기준 빈집 은행을 통해서 계약이 성사된 주택 수는 108채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 수는 110명이다.

*임대 52* 역에서도보 13분

마루가있는 1층집

[등록번호] 52

[건물주소]이스미시 00

(836.75m2)

[월세] 5만엔

[1층면적] 139.13m2

[구조]목조

[배치] 방 6개+마루

[건축월] 1974년 12월

[설비] LPG가스, 상하수도,

푸세식화장실

[교통]역에서 1km

[의료기관] 1.3km

[쇼핑]슈퍼마켓 1.9km

[학교]초등학교 0.6km,중학교4.3km

[애완동물]상담가능

*토사재해경계구역임.

*입주자가나무및정원등을관리하는것이

입거조건임.

*중개수수료는월세 1개월분 (소비세별도)

자료: 이스미시 빈집은행 홈페이지(http://uji-isumi.com, 검색일: 2019. 2. 23.).

다른 한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 경관 및 자원 보전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

원해야 한다. 농어촌 마을의 조화로운 경관 보전과 지역 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주민 참여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경관보전직불제 개편 및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을 도입하는 데 농업인 이외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차원의 활동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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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작물, 농경지 중심의 관리 활동 이외에 주택, 돌담, 마

을안길, 소하천 등 다양한 마을 경관 요소와 자원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대상으

로 포함해야 한다.

자율적 경관보전 프로그램 도입 시 개별 농가나 가구 단위 활동들을 지원하는 

지역 단위 활동조직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네덜란드의 환

경협동조합 활동 사례나 일본 NPO 법인이 자원 관리 역할을 하는 중산간지역직

불제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환경협동조합 사례

○ 네덜란드에서는 정부와 개별 농가 간 양자 협약이 아니라 지역 단위 농업인 조직인 

환경협동조합이 협약을 매개하는 방식으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추진

 - 지역의 농업 여건 및 농가의 역량 등 지역 특성을 반영, 세부 프로그램 항목과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정부와 협동조합이 협약을 맺은 후, 해당 협동조합이 

개별 농가와 다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 개별 농가에 행정절차 간소화를 돕고, 공동체 혹은 들녘 단위의 집합행위 증진 

등 농업 환경 공익성의 개선 효과가 농가 단위 협약보다 큰 것으로 평가

자료: Terwan et al.(2016).

마지막으로 농어촌 관련 토지이용제도 정비 및 농촌계획 제도 도입이 필요하

다. 농어촌 마을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 등 관련 토지이용 제도를 개

편해야 한다. 취락지구 제도 개선, 농어촌형 용도지구 도입 등 마을 주거환경 보전

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 마을 단위 경관보전활동을 위

한 자율적 주민협정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2.3. 새로운 공동체활동 육성

농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 단위의 새로운 조직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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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해야 한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 관련 영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육성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과거 농촌 공동체가 수행한 자원 관리 시스템

이나 자율적 돌봄 기능 등을 복원해야 한다. 예로 마을 및 경작지 주변 쓰레기 수

거, 마을 주변 청소 및 경관 관리, 농업용 공동시설 관리, 마을의 전통 문화 자원의 

보전, 폐교 등 유휴시설 관리, 주민 복지 등의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마을에 

존재해온 영농조합, 마을기업 등 기존의 다양한 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분야

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을 단위 직불제와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 분야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

한 사업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현행 직불제 개편 방식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가지

불 방식에 사회적 경제 주체의 활동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NPO 법인 주도 중산간지원직불제 활용 사례

○ 일본 니가타현 조에쓰시의 마키쿠우츠노마타 마을은 NPO 조직인 ‘유키타로의 고향’ 

법인을 통해 벼 및 무 작물의 공동경작과 가공, 판로 개척 추진

- 마을 경작지 13ha에 중산간지역 직불금 보조를 받아 공동영농방식으로 운영

- 무잼, 무교자, 무말랭이 등의 가공식품 생산 및 시내 음식점 등 판로 개척 추진

- 마을경영체가 농촌체험, 농업인프라 관리, 겨울철 제설작업, 경작포기지의 재

생작업 등을 추진하여, 마을 농업 및 커뮤니티 유지에 기여

생산활동 측면에서는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단위 영농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농어촌 마을의 대표적인 경제활동이지만 고령농들이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들녘경영체 사업을 보다 유연한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

다. 작목반과 같은 영농조직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개별 소유, 개별 영농 방식에

서 마을 공동경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즉, 농지 소유권은 그대로 두

고 농지를 공동 경작하거나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는 기초적인 조직에서부터 마을 

전체의 농업활동을 하나의 농장 형태로 경영하는 마을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박시현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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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공간정책적 원칙에 입각한 과소화 마을 정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소화 마을의 경우 자체적인 공동체 활동 동력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주민 동의를 거쳐 인근 마을과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제시하는 인위적인 마을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단, 과소화·고령화가 심한 소규모 자

연마을의 경우 본 마을 정비와 연계하여 마을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을 과소화에 따른 공동체 활동 기반 약화를 고려, 마을에서 확대된 지역사회 

주민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신규 유입된 주민들의 활동 공간과 다수 마을의 공동

화·과소화 상황을 고려하여, 복수 마을이 연계된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 단위가 형

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지역 조직

의 광역화가 진행 중이며, 지역매니지먼트형과 지역네트워크형 조직으로 구분하

여 육성하고 있다. 지역매니지먼트 조직은 자치회 등이 연합하여 형성된 조직으

로 지역 내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며, 지역네트워크 조직은 영농, 교육, 공동육

아, 생활 및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조직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림 6-1  광역화된 지역 조직의 유형

지역 매니지먼트형

지역 과제에 종합적 및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지역 네트워크형

지역에 혁신을 불러 일으키는 조직

협의
조직
(총회)

마을
영농
(허브)

실행 조직 1
(부회)

실행 조직 2
(부회)

실행 조직 3
(부회)

NPO
법인

사회
복지

문화
축제
보전

여성
고령자

공동
육아

환경
보전

자치회

자료: 農林水産政策研究所(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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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부 츠루가오카(鶴ケ岡) 지구 진흥회 사례

- 2001년 츠루가오카 진흥회 설립 (임원 16명 운영)

- 일본 교토부 츠루가오카 지구는 18개 마을, 주민 806명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과소화 지역에 위치 (94% 면적이 산림)

- 연 사업 예산 300만 엔 (가구당 월 400엔 회비, 보조금 연 150만 엔)

- (역할) 장래 계획 수립/ 지역산업 진흥/ 교류사업 추진/ 주민 복지대책/ 평생교육/ 

문화활동/ 청소년 육성/ 자녀 양육 지원

자료: 성주인 외(2018).

2.2.5. 지자체 차원의 마을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 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

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과 밀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나 무주군의 공동체활성화지원단 사례

처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인력을 농어촌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 지역 

청년들과 연계·유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농어촌 마을 관련 시책의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내부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로 충남 청양군은 농촌공동체과를 신설하여 

마을만들기 지원, 삶의 질 향상, 농촌개발, 푸드플랜, 6차산업 등 농촌 공동체 활성

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적극적

인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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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청년 유입 및 공동체지원 사례

○ 일본 지역부흥협력대 사례(송미령 외 2017)

-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지방으로 가서 활동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에 보조

금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 2018년 기준 전국 1,061개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서 5,530명의 대원이 활동

- 활동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도시 출신의 청년에 한정하며, 해당 지역 청년은 

채용할 수 없음.

- 활동 경비는 1인당 연간 지원금 상한액이 400만 엔(인건비 및 활동비 각각 상한액 

200만 엔)

- 활동을 마친 대원의 60%가 해당 지역에 남는 것으로 파악되며 3년 활동 종료 후 

47%는 관청 혹은 지역 회사 취업, 30%는 창업, 14%는 농업 종사

○ 무주군 안성면 공동체활성화지원단 사례

- 과소화 지역의 청년 유입 및 마을 활동가 육성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2017년 

결성

- 단장 포함 10명의 청년으로 시작하여 인근 적상면까지 사업 확대(외지 청년 50%, 

현지 청년 50%로 구성)

- 맘카페, 장터 활성화, 산촌캠핑, 마을 조사 및 공모사업(사회적 농업, 교육문화

복지지원사업 등) 추진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 밀착하여 면 단위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으

로서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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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청양군 통합적 행정지원체계 구축 사례

청양군수(3실·11과)
(2019년 4월 기준)

부군수

농촌공동체과 (5팀)

농촌공동체과 공동체기획

주민자치
삶의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푸드플랜통합

지원센터

공공급식센터

학교급식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도농교류센터

부자농촌센터

먹거리계획
생산자조직화

학교급식
로컬푸드

일반농산어촌개발
신활력플러스

체험휴양마을
6차산업

푸드플랜 공공급식 농촌개발 농촌활력

공동체기획팀
(4명)

●주민자치·사회혁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농어촌 공동체 마을

 지원사업
●농천 삶의 질 향상

 농촌마을 공동급식

푸드플랜팀
(4명)

공공급식팀
(4명)

농촌개발팀
(3명)

농촌활력팀
(4명)

일자리정책팀 도시재생팀 기술지원과(6팀)

귀농귀촌팀

지역개발팀

주택팀

지역경제팀

건설행정팀
생활지원팀

지원기획팀

미래역량팀

동부지소

서부지소

농촌기반팀

도로팀

교통행정팀

에너지팀

지역경제과
(4팀)

건설도시과
(6팀)

농업기술센터
(2과)

●먹거리종합지원센터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로컬푸드 기획생산

 농가조직운영, 교육
●소규모농민가공센터

운영 및 로컬푸드

 농민 장터 관리

●학교급식지원
●공공급식지원 및

 공공급식센터운영
●친환경로컬푸드

 학교 급식데이 운영
●식생활 개선 교육

●일반농산촌개발사업

 (마을단위, 중심지)
●중심지활성화사업
●신활력 공모사업

●체험휴양마을 관광
 농원민박,도농교류
●농산물가공센터(구
 부지농촌센터)운영
●6차산업, 징류김장
 ·향토기공산업)
●구기지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자료: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내부자료(2019).

2.2.6. 농어촌 마을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어촌 마을 대상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마을 공동체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

정을 통해 농어촌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지자체 총괄전담조직 

구성 등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농촌 공동체 지원에 

관한 별도 근거 법률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

으로는 공동체 지원 인력 양성, 중간지원조직 설치, 주민 자율적 공동체 계획 수

립, 중앙정부 관련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농어촌 주민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기준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 

제고를 위해 관련 부처 정책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 마을 유

형별로 차별화된 정책 수단을 도입하기 앞서 농촌정책 대상 지자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농산어촌 시·군 이외에 농어촌 지역이지만 정책 사각지역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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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교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서·어촌지역 등에 분포하는 다양한 마을들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다른 추진기반으로서 전국 농어촌 마을 및 지역공동체 단위의 상향식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잉글랜드 사례처럼 상향식 계획 수

립 작업을 확산하여 농촌계획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2000년 DEFRA 농촌백서(Rural White Paper)에서 제안된 패리쉬계획(Parish 

Plan) 수립 작업을 전국의 농촌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패리쉬

당 최대 5,000파운드의 자문 비용과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촌 패리쉬 절반 가까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

상향식 농촌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광역 단위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비롯한 전

문가 지원체계도 활용하여야 한다. 잉글랜드는 Localism Act 2011에 의거한 

Neighbourhood Plan 수립을 위해 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조직을 지정하여 공동체

에 전문지식·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정책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별 농촌계획 직렬을 도입하는 등 농촌 계획 분야의 위상

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구축한 마을 단위 통계 기반과 정보체계를 지역

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전국의 다양한 유형별 마을 변화

를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과 마을조사 작업 등 관련 연구사업 또

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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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연구의 요약

한국 농어촌 마을들은 오랜 기간 고령화, 인구 유출을 겪으면서 상당수 마을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후 농어촌 마을에 대한 지속적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대체로 농어촌 마

을 변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 작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

고 있다. 현실에서는 오랜 기간 목격해온 이촌향도 흐름이 반전되는 모습도 확인

된다. 특히 일부 과소화 마을에서도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인구 반전 현상이 일어

나기도 한다. 최근의 농어촌 인구 증가가 경기 침체 등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

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트렌드인지 여부를 면밀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

다. 농어촌 마을의 기능, 공동체 조직 변화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공동

체로서 마을 기능이 약화되고 있지만 반대로 새롭게 확대되는 마을 기능도 나타나

고 있다. 한편 지방분권 확대 기조하에서 농어촌 마을 발전에 관한 비전 설정과 전

략 제시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주민 정주공간으로서 장래 농어촌 마을이 기능

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어촌 마을의 실태를 다각도로 고찰하는 실증 분석 작업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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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장래 마을의 변화 요인과 방향을 진단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5개년 연구의 마지막 해인 5년차 연구에서는 그동안 진

행한 연차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의 변화 양상을 유형별로 종합 진

단하고, 농어촌 마을의 중장기 발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전국 단위 통계 자료 분석, 과년도 조사 결과 재분석, 국내

외 사례 조사. 지자체 공무원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에서는 농촌 마을

의 위상 변화, 최근 새롭게 확대되는 마을 기능 등의 선행연구를 살펴봤다. 행정리

별 인구 가구 원자료를 포함한 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 전국 통계자료를 

분석했고, 지난 1~4차년도 조사 결과를 5차년도 분석틀에 맞게 새롭게 재분석했

다. 또한 정책 시사점 도출을 위한 국내 농어촌 마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지자체 

공무원 조사는 전국 시·군의 지역개발, 농촌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당 지역의 정책적 대응 방안 등을 조사했다. 본 연구는 산학연 협동연구로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서울대학교와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사례 마을 종합에 앞서 전국적인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았다. 인구 

측면에서 산업화 이후 쇠퇴 일로를 보이던 농어촌 마을이 최근 귀농·귀촌인 유입

에 따라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다. 인구 과소화에서 탈출하는 마을이 증가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농어촌 마을이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하고 있

다. 농어촌 마을 내 농어업 활동이 주로 개별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공동생산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반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정주지로서 기

능이 부각되고 있으며 복지, 자활 등 마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아

지고 있다. 조직 측면에서는 적극적 참여를 요하던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은 대부

분 약화되고 일부 정부지원 사업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경제조직이 새롭

게 형성되고 있다. 공폐가 등 농어촌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저하되고 있는 점은 여

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마을의 변화를 중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례 마을의 변화를 인구 변화, 기능 변화, 조직 변화, 물리적 환경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인구 측면에서는  마을의 지리적인 입지와 경제활동 여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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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구 증감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마을은 주로 일반 

농촌에 마을과 같이 농업이 주 경제활동인 마을로 나타났다. 도시와의 접근성이 

마을의 인구 증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 그 증감의 정도

가 달라지고 있다. 둘째, 기능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전통적인 농업생산기

능이 축소하고 거주기능을 포함한 다른 기능이 증가하고 있다. 개별가구 단위의 

경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마을이 가지는 생산기능보다는 개별가구의 기능이 강

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마을의 주거 기능이 확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주

거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조직 측면에서는 노인회, 부녀회 등을 제외한 전

통적 공동체 조직들은 대부분 약화되었다. 반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처럼 개인

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경제조직들이 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와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문제해결형 가치 중심 조직 활동이 

사례 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향후 사례 마을

의 빈집 문제는 현재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농촌 

마을의 경관과 어메니티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적 토지이용 수요가 높은 근

교 농촌 지역에서 난개발로 인한 마을의 정주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의 변화 요인을 제시하고 장래 농어촌 마을

의 분화를 전망하였다. 전국적인 교통 접근성 향상 및 ICT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농어촌 마을 상당수는 과거에 겪었던 거리 장벽을 극복하고 있다. 거주공간이자 

소비공간으로서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경제 다각화를 통한 다기

능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적 변화 요구에 농

어촌 마을들이 대응해가는 양상은 동질적이지 않다. 개별 마을 단위 역량 차이에 

더하여 앞으로는 지역 차원의 정책 추진 역량도 중요하게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특히 지역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 추진 기반을 갖춘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 마

을 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향후 농어촌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정주공간으로서 농어촌 마을의 위상

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치관  변화와 분산 정주라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농어촌 

마을이 장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터전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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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마을의 문화경관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가꾸어야 할 대상이다. 

앞으로 주민들이 주도하여 경관,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살리는 활동을 확산하

는 것이 농어촌 마을의 주요 역할 중 하나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경제나 

행정 서비스 기능에만 기대어서는 농어촌에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요구를 모

두 충족할 수 없으므로, 공동체 차원에서 자치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추어서 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역할을 하도

록 하는 일도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필수적 정주 기반을 갖추면서 다원적 가치를 살리

도록 농어촌 마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마을이 전국 어디서든 기초적인 

서비스 수준을 확보한 주거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마을의 물리적 정주 기반 확충

은 필수적이다. 특히 하드웨어 사업은 그동안 역점을 두지 않았던 주거환경 정비

에 초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 둘째로, 주민 구성 다변화 등 최근 공동체 여건을 

반영한 주민 활동 육성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실제 활동 가능한 주민들의 경제·사

회 조직이 중심이 되어 커뮤니티 지속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역량 있는 조직과 주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

해야 한다. 셋째로, 과소화 마을 확대 상황을 고려하여 마을 단위보다 확대된 주민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 등 외부 지원 그룹이 공동체 활

성화 지원 과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에

도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필요한 역할은 담당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농어촌 마을

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도록 국가계획을 비롯한 제도적 수단

을 모색해야 하며, 농촌계획, 농촌협약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마을 관련 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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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5년에 걸친 사례지역 마을 연구를 통해 인구·가구 변화, 경제활동, 공

동체 활동과 조직, 물리적 환경과 토지이용, 생활권 현황 등 다양한 측면의 실증 분

석 자료를 도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전국적인 마을 조망 작업을 통해 국토 공

간상에서 농어촌 마을이 갖는 위상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과거 근대화 시기와 구

별되는 변화 트렌드를 포착하려 했다는 점도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 마을의 중장기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미래를 전망하기에는 5

년간의 조사·분석 작업으로는 미흡하다. 효과적인 농촌정책 및 공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 정주공간의 가장 기초 단위인 농어촌 마을이 시간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국적 마을 변화 트렌드를 짚어보았지만, 행정리 단위 인구·가구 통계자료에

서 확보 가능한 1만여 개 마을에 대한 고찰 결과라는 한계도 있다. 기초 통계 생산 

단위인 지자체 및 통계청 등과 협조를 통해 향후 전국 마을 대상 데이터를 지속적

으로 생산토록 하고, 그에 기반한 조사 작업이 진행되는 것도 숙제이다.

사례조사 마을 유형도 더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 활

동과 사회적 경제 육성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공동체 

기능 변화 양상도 여러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는 그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였다. 미래 마을 변화를 좀 더 폭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사례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례 마을 거주 주민과 마을 리더에 한정된 고찰이 진행된 까닭에 다지역 거주

와 같은 새로운 주거 양상에 대해 충분히 고찰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사례 마을만

이 아니라 그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근 중심도시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는 것도 

향후의 과제이다. 도·농 연계에 바탕을 둔 국토 정주공간 형성이 장래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5개년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경제활동이나 공동체, 생활권 등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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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마을을 대상으로 다루어야 할 정책 이슈들은 매우 다양하다. 주민 자율

적인 경관·환경 가꾸기와 농촌 자원 관리 중요성이 높아질 것인 바, 향후 이와 관

련한 사례들을 발굴, 확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농촌계획제도 도입을 위

해서도 마을 단위 연구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거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정비, 미래 기술 발달에 따른 마을 정주 여건 변화,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마을 정주 여건 조성 등 분야별 주제에 대해서도 각각 본격적인 실증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

록 향후 보다 다양한 마을 패널을 대상으로 한 연속적 연구 작업이 장기 프로젝트

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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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의 일환으로, 현행 농어촌 마을 대상 정책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에 대해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자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농어촌 마을 대상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자료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다음은 귀 시·군의 일반적인 마을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시·군의 농어촌 마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① 농어촌 마을 과소화 문제 대응 및 귀농·귀촌인 유치

② 마을 단위의 주민 소득원 개발

③ 편리한 생활 여건 및 인프라 조성

④ 마을 환경·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

⑤ 농어촌 주민 공동체 육성

⑥ 기타(                                                         )

농어촌 마을의 발전 방향에 관한 

공무원 설문조사표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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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지역의 농어촌 마을들은 장래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상당수 마을들이 장래 소멸할 것이다

② 고령화 정도가 심한 극히 일부 마을만 소멸할 것이다

③ 과소화가 심화되기는 하지만 마을이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④ 인구 유입으로 과소화 문제가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다

3. 귀 시·군에는 도시민이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하는 농어촌 마을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① 거의 없다 (전체 농어촌 마을의 5% 미만)

② 약간 있다

③ 많이 있다 (전체 농어촌 마을의 30%이상)

4.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귀 시·군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마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

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선택해주십시오.

① 농사 여건이 좋다

② 농업 외 경제활동 기회가 많다

③ 서비스 이용 등 생활여건이 편리하다

④ 마을 경관이 우수하고 환경저해요소가 없다

⑤ 기존 주민들이 배타적이지 않고 귀농·귀촌인에게 개방적이다

⑥ 기타(                                                         )

▣ 최근 농어촌 마을은 인구 과소화로 인해 마을의 지속가능성과 마을 소멸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 시·군의 과소화 마을에 대한 질문입니다.

5. 귀 시·군에서 과소화 마을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대응 시책이 있습니까? 

※ 여기서 과소화 마을이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빈집이 많고 생활환경이 열악

한 가구 수 20호 미만의 마을을 의미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5-1. (②번 있다고 응답한 경우) 다음 보기 중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을 아래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십시오. (                                                         )

<보  기>

① 청년 및 도시 인력을 과소화 마을에 우선 유치 ② 과소화 마을의 빈집 및 생활환경 우선 정비

③ 과소화 마을 대상 교통, 의료 등 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④ 조직 구성 및 공동체 육성 우선 지원

⑤ 과소화 마을 대상 통계 및 기초현황 등 실태 조사 ⑥ 과소화 마을에 지자체 및 정부 지원 사업 우선 배정

⑦ 고령 독거가구 대상 공동생활시설 우선 조성 ⑧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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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는 향후 과소화 마을에 대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대다수 과소화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② 가능성 있는 과소화 마을만 선별적으로 지원

③ 과소화 마을은 주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과소화·공동화가 특히 심화되는 마을에 대해 귀 지자체 차원에서 향후 어떤 전략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멸 위험 마을 주민들을 인근 중심마을로 이전하도록 유도

② 현재의 과소화 마을 자체는 유지하되 행정리를 통폐합

③ 여러 마을들을 연계한 광역 공동체 조직을 육성

④ 과소화 마을의 생활환경을 적극 개선하는 등 인구 유입을 유도

⑤ 기타(                                                         )

▣ 귀 시·군의 농어촌 마을 공동체와 농어촌 마을 대상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8. 최근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마을의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약화된 농

어촌 공동체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 방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별 마을(행정리) 단위 공동체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복수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공동체활동을 육성해야 한다

③ 읍·면 단위 공동체활동을 육성해야 한다(예: 읍·면 자치위원회 등)

④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동체활동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예: 동호회 등)

⑤ 기타(                                                         )

9. 귀 시·군에서는 지역 단위 공동체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까? 다음 보기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① 없다

② 주민 주도의 읍·면 단위 계획 수립

③ 기존 지역 단위 주민 조직 활성화(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청년회 등)

④ 기존 조직 외 새로운 주체(귀농·귀촌인, 청년 등)가 참여하는 지역 조직 육성

⑤ 공동체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활용

⑥ 기타(                                                         )

10. 귀 시·군에는 농어촌 마을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공동체지원센터, 마을

만들기지원센터 등)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③ 설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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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②번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있는 경우 구체적인 조직명과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조직명 1 인력(명)

조직명 2 인력(명)

조직명 3 인력(명)

11. 귀하께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조직 외에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11-1. (위 ④, ⑤번 응답자 대상) 필요하다면 중간지원조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아래에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다음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사업 유형입니다. 다음 <보기>를 

보시고 다음의 문항들에 응답해주십시오.

<보  기>

① 소득작목 개발 및 생산자 조직 육성 ② 도·농 교류 확대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

③ 농특산물 가공 및 6차산업 지원 ④ 마을 인프라 및 생활환경 정비(도로, 상하수도 등)

⑤ 마을 경관 보전 활동 지원 ⑥ 빈집 및 공폐가 정비

⑦ 고령자 대상 복지사업(공동식사, 공동생활 등) ⑧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현장포럼 등)

⑨ 귀농·귀촌인 유치 ⑩ 기타 (                         )

12. 그동안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시책은 무엇입니까? 

위 <보기>에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13. 그동안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 중에서 가장 미흡했던 시책은 무엇입니까? 

위 <보기>에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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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귀 지역의 농어촌 마을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입니까? 위 

<보기>에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15. 귀 지역의 농어촌 마을에서 앞으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책은 무엇입니까? 

위 <보기>에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 내년부터 재정 분권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던 농어촌 마을 대상 사업들을 지방에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사업 이양과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16. 농어촌 마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이후, 귀 시·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

제점은 무엇입니까?

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② 전반적으로 마을사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것이다

③ 일부 배후마을(과소화 마을)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것이다

④ 마을별 소규모 나눠먹기식 사업이 늘어날 것이다

⑤ 기타(                                                         )

17. 귀 시·군에서는 현재의 중앙정부 마을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앞으로 마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①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다

② 기존 사업을 계속 이어서 자체 추진할 것이다

③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④ 기타(                                                         )

17-1. (위 ③번 응답자 대상)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사업명:

• 사업내용:

18. 지금까지 귀 시·군에서 (중앙정부 주도) 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온 항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① 생활여건이 열악한 정도

② 이전의 마을사업 추진 경험

③ 마을 단위 계획 수립 여부

④ 마을의 인적 기반(마을 리더 등) 및 주민 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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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마을의 경제적 자원(경관 및 소득 자원 등)

⑥ 정해진 기준이 없이 사업에 따라 다르다

⑦ 기타(                                                         )

19. 향후 (지방이양 이후) 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은 무엇

입니까?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① 생활여건이 열악한 정도

② 이전의 마을사업 추진 경험

③ 마을 단위 계획 수립 여부

④ 마을의 인적 기반(마을 리더 등) 및 주민 열의

⑤ 마을의 경제적 자원(경관 및 소득 자원 등)

⑥ 정해진 기준이 없이 사업에 따라 다르다

⑦ 기타(                                                         )

20. 귀하는 마을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농촌 마을에 대해 여전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별도의 역할이 필요없다

② 지자체에서 계획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 방안 마련

③ 중간지원조직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의 지원

④ 국가 차원에서 농어촌 마을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 제시

⑤ 마을 실태 관련 전국적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구축

⑥ 기타(                                                         )

▣ 응답자 인적 사항

(          )시·도        (          )시·군      (               ) 과

(담당 업무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전체 업무경력: _______년 중 현재 담당 업무경력: _______년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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